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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① 확약된 승객이 공항에 나가기 전 예약발권 시점에 미리 선호 좌석을 배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② 일반 좌석요청(General Seat Request)과 특정 좌석요청(Specific Seat Request)이 있다.
③ 항공사의 기능가입에 따라 좌석지정 요청과 함께 실시간으로 응답이 진행되는 Interactive 기능과 실시간 응
답이 아닌 Non-Interactive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항공사의 가입 규정에 따라 좌석배정 가능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2. 항공사별 PRS 규정 확인
<STEP1> PRS 가입 항공사 조회
Y/AAI/PRS
֛֛ 사전좌석배정 기능에 가입한 항공사의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 ①은 실시간 좌석배정 응답을 기본으로 하며, ②는 요청 및 저장 후에 응답이 진행된다. 각 항공사별로 규정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Y/P8 과 같이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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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항공사별 규정조회
Y/AAI/PRS -> Y/P32 혹은
Y/AAI/PRS/OZ

֛֛ 사전좌석배정이 가능한 MIN/MAX 시점과 최대 신청인원 가능 수와 같은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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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석 배정 절차(Specific Seat Request)
PNR상의 구간번호를 이용하여 좌석 배치도를 조회한 후 특정 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경우이다.

<STEP1> 좌석 배치도 조회
4G 1 *
① ②
① 기본 지시어
② PNR상의 구간번호(Segment)

① 좌석의 가로열 번호
② 좌석의 세로열 번호
③ *로 표시된 좌석은 배정이 가능한 NO SMOKING Seat
④ /로 표시된 좌석은 항공사가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Block
⑤ .(도트)로 표시된 좌석은 이미 다른 사람이 배정한 좌석
⑥ Q로 표시된 좌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Premium Seat

<STEP2> 특정 좌석번호 배정
4G 1/ 37AB 혹은 4G1/37A-1.1
① ② ③
① 기본 지시어
② PNR상의 구간 번호(Segment)
③ 좌석번호(37A와 37B 좌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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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의 승객에게 두 개의 좌석을 배정하긴 했으나 그 중에 한 명은 유아(좌석 비 점유)이므로 지정된 좌석번호 개수와
승객 수가 맞지 않아 오류 응답이 발생했다.

֛֛ 승객이 한 명인데 두 개의 좌석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오류 응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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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좌석배정 내역조회
*B

֛֛ 좌석 배정 가능한 인원수에 맞게 좌석 배정을 한 후 PNR을 조회하면 하단에 B 코드가 추가로 생성되며 여정상에는
“HRS”라는 코드가 생성된다.
֛֛ 실시간 응답가입 항공사(Interactive PRS)의 경우 PNR 저장 이전에 이미 지정된 좌석에 대한 확약여부를 회신(KK)해
준다.

<STEP4> PNR 저장 및 코드 업데이트
4G 1 HK
①②③
① 기본 지시어
② 구간 번호
③ 재확인(확약)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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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로 응답된 코드를 HK로 변환해 준다.

PRS 미 가입 항공사의 좌석배정 요청
PRS(Pre Reserved Seat) 기능 미 가입 항공사의 경우 좌석배치도는 조회 가능하지만 좌석배정 지정은
PRS 기능으로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SSR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좌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좌석배치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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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을 이용한 좌석요청 진행
3RQST1/20A-1.1

요청된 좌석배정 코드의 응답(NN→KK)

֛֛ 요청된 좌석에 대한 확약여부가 SSR로 회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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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시어
4G1/W

Location Code(W)를 이용하여 일반 좌석 요청

4GX1

1번 구간 좌석배정 내역 삭제

4GXALL

전 구간 좌석배정 내역 삭제

4GXLH

LH 항공사 구간 좌석배정 내역 삭제

4G*OZ102M27MARICNNRT

편명/CLASS/일자/구간을 이용한 좌석 배치도 조회

@MD

좌석배치도 상에서의 화면이동
(MOVE- DOWN, MOVE- UP)

@MU

֛֛ 편명을 이용한 좌석 배치도 조회 기능은 PNR에서의 구간을 이용한 좌석 배치도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Location Code 유형
S

Smoking Zone

N

Non-Smoking Zone

L

Left Side

R

Right Side

W

Window

A

Aisle

F

Front

T

Tail

B

Bulkhead

X

Across A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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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① 확약된 좌석에 대해서만 좌석배정이 가능하므로 대기자나 유아 승객의 경우 배정이 불가능하다.
② 구간은 부분적으로 배정이 가능하나 승객은 유아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최종 저장 작업 이전
에 모든 승객의 좌석배정 내역을 확인한다.
③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④ 좌석 배치도 조회 시 확약된 좌석의 CLASS 등급에 맞는 좌석의 ZONE만 조회가 가능하다.
⑤ 요청된 좌석은 경우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KK 혹은 UC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KK인 경우 HK로 코드를
재확인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UC 응답인 경우 다른 번호로 좌석배정을 진행해야 한다.
⑥ 여정을 삭제하는 경우 좌석배정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6. Visual Seat Map 조회 및 배정(아이콘바 - 좌
석지정)

6. Visual Seat Map 조회 및 배정(아이콘바 - 좌석지정)

֛֛ ABACUS IMAP 기능에 가입한 항공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좌석 배정 기능이다. 구간 및 승객을 차례대로 선
택하고 좌석을 지정하여 [좌석요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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