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번호: FYIPYR
여행 일정: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탑승객:  KIM HYUNJIMS, KIM SEONGGONMR, KIM HYEONGYONGMR 님과 YU SUNHEUNGMS

  MilesMaximizer를 사용하여 2배 또는 3배로 마일리지 적립  
MilesMaximizer를 통해 최대 마일리지 적립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한국/서울-인천(ICN) - 오아후/호놀룰루(HNL) • 항공편 HA 460 • Coach • 332
출발일 10:00p (TERMINAL 1)    도착시각 11:50a (TERMINAL 2)    비행시간 08h 50m (Meals: Snack)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오아후/호놀룰루(HNL) - 빅아일랜드/코나(KOA) • 항공편 HA 148 • Coach • 717
출발일 7:19a (TERMINAL 1)    도착시각 8:06a    비행시간 47m (Meals: No meal information available)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빅아일랜드/코나(KOA) - 오아후/호놀룰루(HNL) • 항공편 HA 537 • Coach • 717
출발일 7:58p    도착시각 8:45p (TERMINAL 1)    비행시간 47m (Meals: No meal information available)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오아후/호놀룰루(HNL) - 한국/서울-인천(ICN) • 항공편 HA 459 • Coach • 332
출발일 2:40p (TERMINAL 1)    도착시각 8:00p (+1 일) (TERMINAL 1)    비행시간 10h 20m (Meals: Dinner)      

좌석 정보

e티켓 정보

탑승객 ICN-HNL HNL-KOA KOA-HNL HNL-ICN
KIM HYUNJIMS 26C 일반 좌석 10E 일반 좌석 12A 일반 좌석 39H 일반 좌석
KIM SEONGGONMR 26D 일반 좌석 10F 일반 좌석 12B 일반 좌석 40J 일반 좌석
KIM HYEONGYONGMR 26E 일반 좌석 11F 일반 좌석 13B 일반 좌석 40H 일반 좌석
YU SUNHEUNGMS 26G 일반 좌석 11E 일반 좌석 13A 일반 좌석 39J 일반 좌석

탑승객 e티켓 좌석의 업그레이드 영수증 회원 번호
KIM HYUNJIMS 1733490826927
KIM SEONGGONMR 1733490826928
KIM HYEONGYONGMR 1733490826929
YU SUNHEUNGMS 1733490826930

* & 이용약관

항공권은 양도 및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하시면 변경수수료나 서비스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하물에 대하여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 규정 보기

국제선 이용 승객 안내: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승객은 예정 출발 시간 60분 전까지 체크인하고 탑승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발 전 60분이 남지 않은 시간에
체크인을 하려는 승객은 여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정 출발 3시간 전에 체크인을 시작하고 1시간 전에 마감합니다. 여행 일정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그 결과 해
당 요금 규정 및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규정 보기

변경: 항공운임 규정과 이용약관에 따르셔야 합니다. 운임 규정과 이용약관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휠체어나 산소마스크가 필요하신 승객이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의 승객, 동물을 동반하는 승객 등은 사전에 예약 센터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수하물 요금

국제선:

위탁 수하물 요금은 2개까지 무료입니다.
단, 사이즈 및 중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예약 센터 
(02) 775-5552 유료전화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91-1 센터빌딩 801호 
주소 
팩스: (02)774-4555 
(월 - 금: 오전 9:00 - 오후 6:00 KST&lt;br /&gt;토 - 일 오전 10:00 - 오후 5:00 KST)

www.hawaiianairlines.com/CAO

https://www.hawaiianairlines.co.kr/my-account/hawaiianmiles/miles-maximizer/maximize
https://www.hawaiianairlines.co.kr/help/baggage-information/baggage-fees
http://hawaiianair.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80
https://www.hawaiianairlines.co.kr/legal/fare-rules-terms-and-conditions
https://www.hawaiianairlines.co.kr/C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