
판매기간 : 2019.12.13 - 2019.12.17

HNL
OGG, MKK, LNY, KOA

JHM, ITO, LIH

OLXRKT5 570,000 670,000

~91일 이전

90~61일 이전

60~15일 이전

14~4일 이전

3일 이내~

출발 후

주의!! 상기 요금표는 일부 주요 규정만을 요약한 것이며 사전에 통보 없이 변경 가능 하오니, 반드시 발권 전에 각 사의 GDS를 통하여 운임 및 규정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각 GDS에 올린 '자주하는 질문'이나 '공지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KRW 100,000 을 XP CODE로 부과 (요금 차액 발생 시 티켓에 징수, CHD/INF 할인 적용)

환불

KRW 30,000

KRW 300,000

환불 불가

MIN / MAX 없음 / 1 month 

예약 후 7일 이내 or AUTO TL 중 빠른 TL 준수 (출발 일주일 이내 예약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 발권)

KRW 50,000

KRW 200,000

KRW 240,000

특가 적용 기간

판매기간 : 2019년 12월 13일 - 2019년 12월 17일

출발기간 : 상기 날짜 참조

CHD는 성인 환불 수수료의 75%가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INF는 별도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topover 2회 무료 

예약 발권 문의 TEL. 02-775-1572  FAX. 02-774-4555  

발권/COMM No Comm

출발일을 기준으로 하기 환불 수수료 부과

 Flight Information

이웃섬 포함 여정 예약 시 HNL-이웃섬 여정의 동일 Booking class가 없을 경우 K class 사용 가능

Combination Pricing 가능한 요금과 HALF & HALF  결합 가능

CHD / INF
성인 운임의 75% 적용 / 좌석 미점유 INF의 경우 성인 운임의 10% (INF의 경우 여행 종료 시까지 24개월 미만 조건) /

리턴 여정이 성인일 경우 CHD/ADT 반반 운임 사용

HA정규편 : HA460 / 459  Only

ICN 및 HNL 주말(토, 일요일) 출발 추가요금: 이코노미 75,000원(편도 당)

*주중 판매가 + 15만원 적용 적용 된 Fare basis의 운임 사용

Ticket Time Limit

Endorsemt box
e,g ) HA ONLY/CHG/XXL FEE / NONREF AFTER DEP / CHECK FARE RULES

- Fare note에 명시 된 endorse 내용을 original/reissued 티켓에 반드시 입력 바람

Penalty

SEASONALITY TRAVEL PERIOD FARE BASIS

왕복 요금(KRW)

LOW 24FEB - 31MAR'20

HA 2-3월 출발 특가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 을지 한국 빌딩 18층 T 02-775-1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