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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선택사항
1. REMARKS(5번 Field)
(1) 특징
① 기본 지시어는 5이며 이후 입력내용은 Free Format이다.
② 예약 및 발권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PNR상에 기록하는 기능이며, 한글 입력은 불가하다.
③ 항공사로 전송되는 내용은 아니며 항공사가 입력한 REMARKS 정보는 여행사에게 전송된다.
④ PNR과 관련된 항공사와의 소통은 OSI를 이용한 FREE FORMAT으로 활용한다.
⑤ REMARKS 항목으로 입력되는 내용 상에 *가 입력되는 경우 ITR 발송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⑥ 일반적인 REMARKS의 경우 PNR HISTORY 상에 저장되지 않으며 PNR HISTORY상에 저장하고자 하는
REMARKS의 경우 HISTORICAL REMARKS로 입력할 수 있다.
⑦ 입력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REMARKS 지시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2) GENERAL REMARKS 입력 기본 형태
5 PAX WILL TKT BY 01MAR VISA CARD
①
②
① 기본 지시어
② 입력할 내용을 Free Format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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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및 삭제
53@

3번째 항목의 삭제

53-5@

3, 4, 5번 항목 삭제

52/RECFM BY HONG/GILDONG

REMARKS 2번 항목 뒤에 해당 내용 추가 입력

51@THANKS

1번 사항 수정

*P5

Remark fields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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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REMARKS 유형
구분

지시어

HISTORICAL
REMARKS

5H-FARE INFO TO PAX USD350.00
LAX/CHI BY AA

PNR HISTORY에 기록됨.

ITINERARY
REMARKS

5#PLZ CHK IN 2HOURS BEFORE
DEP TO AIRPORT

Virtually- There 여정표(Itinerary)
상에 기록됨.

DELIVERY
REMARKS

5DL-AAA@ABACUS.CO.KR (수신자
이메일 주소)
5DL-0221278910 (FAX번호)
5DL-AAA@ABACUS.CO.KR/E (영문
ITR 지정)

발권과 동시에 UMS 전자항공권
확인서(ITR) 발송됨.
(단, 5DL로 입력한 가장 마지막 정보
로만 전송가능)

HIDDEN
REMARKS

5HR-PAX ALWAYS USE CASH

입력한 해당 PCC 및 BRANCH된
점소의 PCC에서만 조회 가능

*P5H
*#
*DL*HR-

HISTORICAL RMKS 항목조회
ITINERARY RMKS 항목조회
DELIVERY RMKS 항목조회
HIDDEN RMKS 항목조회

유형별
항목 조회

֛֛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REMARKS를 활용할 수 있다.

HISTORICAL REMARKS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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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REMARKS 유형별 항목 조회

2. RECEIVED FROM(6번 Field)
(1) 특징
① 예약 의뢰자 또는 예약 변경(수정/추가/삭제)을 요청한 사람의 연락처를 입력하는 곳이며, History에 저장된다.
②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P로 입력된다.
③ 첫 EOT전에 입력한 내용은 PNR Main화면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이 내용은 하나만 입력할 수 있는
Single Field이고, 수정/삭제는 EOT이전에만 가능하다.

(2) 기본형태
6758-8810 PARK/AB

예약 의뢰자 이름 및 연락처 입력

6P

예약 의뢰자를 P(Passenger)라고 표기

61@

입력내용 삭제(EOT전에만 가능하다)

*P6

6번 Field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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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CKETING(7번 Field)
(1) 특징
① 원래는 발권 예정일을 입력하는 기능이었으나 현재는 발권자 중심으로 발권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된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권시한(Ticket Time Limit)이 정해지므로 본래 기능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발권을 진행하게 되면 자동 발권된 항공권 번호가 입력되는 항목이다.
③ 사용자가 수동으로 항공권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나 수동으로 입력된 항공권 번호의 경우 항공사의 발권시
한(Ticket Time Limit)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입력된 Ticketing Field는 PNR 조회(*A) 시 한 개의 항목만 조회되며 상세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T 혹은
*P7로 조회한다.
⑤ 항공사 기능에 따라 Passive(GK) 발권이 가능한 항공사라 할지라도 자동발권을 진행하였을 때 항공권 번호
가 자동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별 ET Profile 확인을 통해 항공권 번호 전송 가능여부를 재확
인 한다.

(2) 기본형태
7T-TK9881234567890
①
②
① 기본지시어
② Check Digit 제외한 Ticket 번호(1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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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으로 입력된 항공권 번호는 OSI 형태로 동시에 입력되어 항공사로 전송되기는 하나 “TKNM”이라는 코드로 전송되
므로 “TKNE”로 전송되는 자동발권 항공권과 구분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발권시한(Ticket Time Limit)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기타 지시어
7T-TK9881234567890-91

Conjunction Ticket Number

7T-TK9881234567890#N2

복수의 승객일 경우 승객 지정

7T-TK9881234567890-92#N1-3

연속적인 항공권 번호와 복수 승객 지정

7T-TK9881234567890$94$97#N1-3

비연속적인 항공권 번호와 복수 승객 지정

7T-TK9881234567890#S1$3

특정 Segment 지정

7T-TK9881234567890$92#N1$3#S1$3

불연속적인 항공권 번호와 특정 승객 Segment 지정

7TAW15FEB/

발권예정일 입력

71@

삭제

71@TAW28SEP/

발권 예정일 수정

*T 또는 *P7

Ticketing Field 상세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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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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