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안항공은 팬데믹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해 왔으며, 다시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고객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하와이안항공의 네트워크는 2019 년 대비 13%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현재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 덕분에 저희는 팬데믹의 영향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와이안항공은 주 고객층인 하와이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찾는 고객들께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의 활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22 년 

4 월 1 일부터 POS US 여행사 대상으로 기존 판매 채널 이용시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하와이 주내선 운임(“이웃섬” 운임) 제공 중단 

2. 기존 판매 채널 이용시 수수료(Distribution Cost Recovery surcharge)부과 
 

이번 조치는 미국 외 POS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수수료 없이 하와이안항공 운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POS US 여행사는 HA 

Channel+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세가지 옵션 (HA Connect, 하와이안항공 파트너 포털, HA Connect 공식 파트너)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HA Connect 는 NDC 기반의 다이렉트 커넥트 솔루션으로, 여행사와 직접 연결하거나 하와이안항공의 NDC 공식 파트너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HA Channel+ 콘텐츠는 하와이안항공 파트너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하와이안항공은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희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제휴를 맺은 HA Connect 공식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TPCO, ClarityTTS, NuFlights, 

Thomalex, Tidesquare, Travelfusion, TravelNDC, Verteil Technologies. 하와이안항공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솔루션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NDC 공식 파트너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향후 GDS 를 포함하여 더 많은 HA Connect 공식 

파트너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기존 판매 채널의 HA Connect 연결에 대한 향후 일정은 귀사의 GDS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사항에 맞춰, 하와이안항공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관한 지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ARC 여행사 보고 

계약(ARC Agent Reporting Agreement) 및 IATA 여객판매대리점계약(IAT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의 신규 Addendum 을 

통해 여행사에 공지중이며 2022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해당 부록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 귀사가 하와이안항공의 

플레이트(Identification Plate)를 이용해 발권 관련 업무시 기존의 조항을 보완하여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귀사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하와이이안항공 영업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HA Conne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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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tpco.net/ndc-exchange
https://claritytts.com/
https://www.nuflights.com/
https://www.thomalex.com/
https://tidesquare.com/
https://corporate.travelfusion.com/
http://www.travelndc.cn/
https://www.verteil.com/
https://hawaiianairlines.com/legal/addendum-gtaa
https://www.hawaiianairlines.co.kr/ha-conn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