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마일리지카드

14 마일리지카드
1. 상용고객과 항공사 동맹체
① 항공여행의 증가로 인해 각 항공사들은 상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전 세계 노선을 편리하고
원활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항공사별 동맹체를 설립하여 제휴 항공사간의 서비스
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② 1997년 설립된 STAR-ALLIANCE(스타 얼라이언스)는 최초로 설립된 글로벌 항공사 동맹체로써 2014년 현
재 33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대표 항공사로는 OZ, LH, AC, NZ, SQ, TG, UA 등이 있다. 이들 회원사
를 이용하는 상용고객은 예약 및 탑승 대기 우선권, 수하물 우선권 등이 제공된다.
③ 이 밖에도 AF, KL, DL, KE 등 21개 항공사가 제휴되어 있는 SKY-TEAM과 CX, AA, BA 등 31개 항공사가
제휴된 ONE-WORLD 등이 항공사 동맹체로 운영되고 있다.
④ 상용고객들에게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마일리지 적립과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 항공
권/좌석승급 서비스 제공이다. 제휴된 항공사간에는 상호 마일리지 누적 및 무료 항공권 사용이 가능하다.

2. 기본 입력형태
FF OZ 123456789 - 1.1
① ②
③
④
① 기본 지시어
② 카드소유 항공사 코드
③ 마일리지카드 번호
④ 승객번호

֛֛ 입력된 결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생성되며 *FF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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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기능 및 삭제
PT*OZ

제휴 항공사 조회

FFOZ123456789/LH - 1.1

제휴 항공사간 마일리지카드 입력
(마일리지카드는 OZ, 탑승 구간은 LH)

FFOZ123456789/OZ$SQ$LH - 1.1

복수 제휴 항공사간 마일리지 카드 입력

FFSQ123456789/1$4-1.1

특정 구간지정 마일리지카드 입력

*FF

마일리지카드 정보 입력 조회

FF1@

마일리지카드 입력 내역 중 1번 항목 삭제

FF@ALL

마일리지카드 입력 내역 전체 삭제

제휴 항공사 존재 시 Warning Message 응답 CASE

제휴 항공사 조회 및 마일리지카드 입력

֛֛ OZ과 LH 탑승구간 모두 OZ 마일리지카드로 적립되도록 정보가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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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나항공 관련 마일리지카드 기능
(1) OZ 마일리지카드 조회
CH*123456789

마일리지카드 번호로 조회

CH*10MAR1980 - LEE/ABACUS(-1234)

생년월일, 성명 이용한 조회
(핸드폰 또는 일반 전화번호 끝 4자리는 옵션)

①

마일리지카드번호 - 등급

②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③

승객명

④

연락처 정보(일부)

(2) 구간별 공제 마일리지 조회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무료 항공권이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구간별 공제 마
일리지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구간 조회 시 복수 공항인 경우 공항코드를 사용한다. (SEL은 무관)

CHB*ICNNRT
CHB*SELLAX
조회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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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ICKET(무료 항공권)/ UP GRADE(좌석승급)
② 서비스 CLASS
③ Round Trip / One Way Trip
④ 공제 마일리지
⑤ NOR: Normal 평수기, B/O: Black Out 최고 성수기
⑥ 승객 종류(소아는 성인의 75% 공제)

(3) OZ 마일리지카드 정보 이용한 PNR 간편생성

CHM

마일리지카드 정보 중 이름, 연락처, 카드번호를 PNR로 전송
(PNR 이름 입력 전 사용)

CH1M

마일리지카드 정보 중 연락처, 카드번호를 PNR로 전송
(PNR 이름 입력 후 사용)

֛֛ CH1M 사용 시 PNR에 입력된 이름과 마일리지카드 상의 이름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입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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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여정작성
A10JUNSELHKG#OZ 혹은 110JUNSELHKG#OZ
N1M1
<STEP2> 여행사 연락처 입력
902-333-4444 ABACUS TOUR MY PARK
<STEP3> 마일리지카드 정보 조회
CH*123456789 혹은 CH*10MAR1980 - LEE/ABACUS
֛֛ 승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혹은 마일리지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회한다.

<STEP4> PNR로 마일리지카드 정보 MOVING
CHM
*A
֛֛ 마일리지카드 정보 중 승객 이름, 승객 연락처, 마일리지카드 정보가 PNR로 전송되며, PNR에 이미 이름이 작성되었
을 경우 CH1M으로 사용한다.

<STEP5> PNR 저장
ER 혹은 E와 *RR

֛֛ CHM 혹은 CH1M을 통해 마일리지카드 번호와 함께 승객 이름, 연락처 등을 동시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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