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이름(NAME)

07 이름(NAME)
1. 특징
① 기본 지시어는 - (Hyphen)이다.
②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기본으로 승객명을 입력하며, 성(Last Name)과 이름(First Name)을 구분하기 위해
/를 사용하고 성별(Title)을 추가하도록 한다. (단, 유아의 경우 Title을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③ 승객의 유형은 나이에 따라 성인(Adult)과 소아(Child), 유아(Infant)로 구분된다.
④ 소아(어린이)와 유아(아기)의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할 때 나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⑤ 이름 입력 순서에 따라 승객번호를 자동으로 정렬해 주며, 유아 승객이 존재하는 경우 유아 이름은 첫 번째
순서로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
⑥ ABACUS에서 작성된 유아이름은 NAME Field상에 표기되나 OZ 항공사 PNR 조회 시 NAME Field가 아닌
OSI항목으로만 전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확인한다.

2. 승객의 유형 및 Title
구분

성인(ADULT)

소아(CHILD)

유아(INFANT)

분류기준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

생후 14일 이상~
만2세 미만
(비 좌석점유)

MS / MRS / MR

MISS / MSTR

MISS / MSTR

TITLE

PROF(Professor) : 교수
DR(Doctor) : 박사 또는 의사
CAPT(Captain) : 기장 또는 선장
REV(Reverend) : 성직자

3. 승객유형에 따른 입력방법
(1) 성인
1) 기본형태
-HONG/GILDONGMR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Title

֛֛ 입력된 이름은 입력된 순서대로 1.1, 2.1등의 번호를 가지게 되며, PNR에서 이름만 조회하는 경우 *N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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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LAST NAME)이 1글자인 승객인 경우(Single Last Name)
Last Name이 1글자인 승객인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입력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OZ의 경우 아래의 방법 중
동일 글자를 두 번 중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OO/MEEJUNGMS
-OMEEJUNG/MS

3) 2명 이상의 복수 승객 이름 동시에 입력하는 경우
-HONG/GILDONGMR|-HONG/ABACUSMS|-HONG/ASIANAMS
֛֛ 2명 이상의 승객이름을 동시에 입력하기 위해 특수기호인 |(And Item)을 사용한다.
|(And Item)은 두 가지 기능의 지시어를 동시에 입력하는 경우 사용된다.

4) 특수승객(CBBG와 EXST) 이름 입력
항공사에 따라 특수승객 예약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OZ의 경우 Cabin Baggage(CBBG)는 아래와 같이
NAME Field상에 CBBG 품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Extra Seat(EXST)의 경우 추가 좌석을 필요로 하는 승객명
뒤에 EXST를 추가하여 입력한다.

-HONG/ABACUSMR|-CBBG/CELLO
CBBG로 운송하는 품목 입력
-HONG/ABACUSMR|-HONG/ABACUS EXST
승객명 이름으로 EXST 표기

(2) 소아(어린이)
1) 기본형태
-HONG/SOAMSTR *C9
소아나이 표기(Child, 9살)
֛֛ 나이 표기를 위한 숫자 입력은 02부터 11까지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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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 추가정보
 기본형태
3CHLD/04MAR06-2.1
①
②
③
① 기본 지시어
② 소아의 생년월일(DDMMMYY)
③ 소아 승객번호

֛֛ 소아 정보(CHLD) 추가 입력의 경우 여정이 존재해야 입력이 가능하며, 여정상에 존재하는 항공사의 개수만큼 생성되
어 각 항공사별로 전송되는 정보이다.
֛֛ 소아 정보의 입력결과는 PNR상에 GENERAL FACTS Field에서 조회되며, 승객번호 링크여부는 *P3를 통해 상세 확인
가능하다.

 기타기능
3CHLD-2.1

소아 생년월일을 모를 경우

֛֛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해도 시스템이 소아의 나이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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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아기)
1) 기본형태
-I/HONG/AGAMSTR*I20
Infant
Infant, 20개월
֛֛ 유아의 경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이므로 Last Name 앞에 I/라는 Indicator를 입력함으로써 좌석 비점유 승객을
구분해 준다.
֛֛ 나이 표기를 위한 개월 수는 01부터 23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2) 유아 추가정보
 기본형태
3INFT / HONG / AGAMSTR / 19SEP13 - 1.1
①
②
③
④
⑤
① 기본 지시어
② 성(LAST NAME)
③ 이름(FIRST NAME)
④ 유아의 생년월일(DDMMMYY)
⑤ 보호자인 성인 승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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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① 유아 추가정보(INFT) 입력의 경우 필수 입력사항으로 미 입력 시 PNR 저장이 불가하다.
② 유아 추가정보 입력 시 유아의 승객번호가 아닌 보호자가 되는 성인의 승객번호로 링크하여 입력한다. (좌석
비점유 승객이므로 링크불가)
③ 유아 추가정보상에 입력되는 성과 이름은 NAME Field상의 성,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NAME Field상에 Title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Title까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 유아 승객은 성인 1인당 1명만 동반 가능하므로 추가 정보도 성인 1인당 1명의 유아정보만 링크가 가능하다.
⑤ 성인 승객이 1명인 경우에는 3INFT 입력 시 보호자 승객번호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⑥ 유아 추가정보 입력 후 유아의 이름이 수정된 경우 기존 자료를 삭제한 후 3INFT를 재 입력해야 한다.
⑦ 유아 정보(INFT) 추가 입력의 경우 작성되어 있는 여정의 개수만큼 자동으로 생성되며, 구간별로 해당 정보
가 입력되어 있어야 PNR 저장이 가능하다.
⑧ 유아 정보의 입력결과도 PNR상에 GENERAL FACTS Field에서 조회되며, 승객번호 링크여부는 *P3를 통
해 상세 확인할 수 있다.

 유아 정보 미 입력된 구간 존재 시 오류응답
유아 정보(INFT)는 구간별로 존재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여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혹은 기존에 링크된
성인 승객의 이름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유아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재 입력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 유아 추가정보(INFT)를 먼저 입력한 후 여정을 추가한 경우이므로 추가된 2번 구간에 대한 유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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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추가정보(INFT) 구간지정 입력
특정 구간에만 유아의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3INFT2 / HONG / AGA / 19SEP13 -1.1
구간번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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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승객정보의 항공사 PNR 확인
ABACUS상에서는 유아승객의 이름 정보가 NAME Field상에 입력되어 있으나 OZ 항공사 PNR 확인 시 NAME
Field가 아닌 OSI 정보로만 존재하므로 유의해서 확인한다.

[비교1] ABACUS에서의 유아승객 정보

[비교2] OZ 항공사 PNR에서의 유아승객 정보

֛֛ NAME Field상에는 유아승객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SSR사항으로만 INFT정보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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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시어
31.XX 또는 31-2.XX
①
①①

3CHLD나 3INFT 사항 삭제

3INFT/KIM/AGAMISS/10OCT13/OS-2.1
②
③ ④

좌석을 차지하는 유아의 경우

① General Facts 항목번호
② 생년월일
③ 좌석점유시 입력 코드(OS : Occupying Seat)
④ 유아의 승객번호 (소아로 예약되어 좌석 점유하므로 연결 가능)

4. 삭제 및 수정
 삭제
-1@
①②③
① - : 이름 입력시 기본 지시어
② 1 : 승객번호
③ @ : 삭제부호

֛֛ 기존 2번 승객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써 3번 순서인 승객이 2번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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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1@KIM/GILDONGMR

1번째 승객이름을 KIM/GILDONGMR로 변경 (EOT 이전만 가능)

-1.1@KILDONGMR

첫번째 승객의 First Name 수정

-1.1@*C10

소아의 구분이나 나이를 변경할 경우 / 성인에서 소아로 변경

-2.1@*I15

유아의 구분이나 나이를 변경할 경우

-2.1@*(공란 3칸)

나이정보를 삭제할 경우

֛֛ 1번 승객의 성과 이름을 모두 수정한 경우이다.

֛֛ 소아승객의 이름과 나이코드를 차례대로 수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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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추가(Insert) 기능
-2 / 1 PARK/MIYOUNGMS
① ②
③
① 이름 입력위치 지정(2번 다음 순서로 입력)
② 기본으로 입력(Mandatory)
③ 추가 될 승객의 성과 이름

֛֛ 2번 승객의 다음 순서로 승객의 이름이 추가됨.

5. 승객유형의 확인
이름이 입력된 승객의 경우 승객별로 성인(ADT), 소아(C05), 유아(INF) 등의 승객유형을 갖게 되며 이 정보는
운임계산 진행 시 기준 정보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름 입력방식에 따라 승객유형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데, 필요한 경우 발권 진행 전에 운임종류에 따라 승객유형을 변경한 후 운임계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PD

֛֛ Passenger Detail의 약자로 승객유형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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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STU-1.1
① ② ③
① 승객유형 변경 지시어
② 변경하고자 하는 승객유형코드(STU:학생)
③ 변경대상 승객번호 *전체 승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0번으로 사용

֛֛ 1번 승객의 승객유형(Passenger Type)이 ADT에서 STU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6. 유의사항
① 유아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특수한 승객이므로, 승객 중에 유아(Infant)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의 이름이 가
장 마지막 순서로 입력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 작업 시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모든 승객의 이름은 저장 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나, 저장된 이후에는 제한적으
로만 가능하다.
③ 항공사가 규정하는 개인 예약은 1명부터 9명까지이므로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PNR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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