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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NR 권한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6@TA/ Z0F8
①
②
① 기본지시어
② PNR을 넘겨받을 여행사의 점소코드(PCC)

특징
ⓐ 해당기능으로 발권의뢰 시 BSP대리점으로 OWNERSHIP이 이전됨에 따라 BSP대리점에서 다시 넘겨받기
전에는 ATR에서 PNR조회가 불가능하다
ⓑ BSP대리점에서 PNR변경가능
ⓒ 소유권이 이전된 PNR은 발권완료된 이후 BSP 대리점에서 ATR로 동일한 지시어를 이용해서 재 전송해야
한다
ⓓ PNR 저장(E 혹은 ER) 을 진행해야 한다

(2) 발권만 가능하도록 PNR 권한을 이전하는 경우
5WT- Z0F8/ ON
①
②
③

5WT- Z0F8/ OFF
④

① 기본지시어
② 넘겨받을 여행사의 점소코드(PCC)
③ PNR 이전 지시어
④ PNR 회수 지시어

※ (1), (2)번 모두 PNR 전송 후 저장 작업(E Enter)을 해 주어야 한다.

특징
ⓐ ATR 과 BSP 대리점에서 모두 PNR 조회 가능
ⓑ BSP 대리점에서 PNR 수정 불가
ⓒ 발권이 완료된 이후 ATR에서 OFF 처리하면 BSP 대리점의 PNR 조회가 제한(회수)된다.
ⓓ PNR 저장(E 혹은 ER) 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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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 거래처간 PNR 공유 (GLOBAL SECURITY)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여행사간(PCC간) PNR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으로, 설정의 주체가 A라는
여행사라면 A가 판단하여 생성한 PNR을 필요에 따라 B 또는 C 에서 조회 및 운임/발권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는 기능이다. 한 번만 설정하면 기능 해지하기 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복수의 여행사와 설정이 가
능하다.

֛֛ MASK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GLOBAL SECURITY 기능을 설정, 해제할 수 있다.

1) 조회 및 해제
 전체PCC 조회/ 특정PCC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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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PCC로 조회 시 GS가 설정된 모든PCC를 보여 주고 있음
② 특정PCC(M1B8 - OZ ABACUS PCC) 조회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설정된 DK CODE를 확인 할 수 있음(하나의 PCC에 대해 DK CODE를 복수 설정 할 수 있음)

 GS 기능의 해제
① 전체PCC를 한번에 해제 할 수 없으며(전체PCC 선택 시 해제 버튼이 비활성화 됨)
② 특정PCC 지정하여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되며, 재조회를 통해 지정PCC가 해제되었음이 확인 됨

2) 설정
 전체 PNR 조회
특정한 조건 없이 A에서 생성한 PNR을 B에서 모두 조회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이다. 전체 PNR 조회 허
용으로 설정하면 B에서 GRP PNR 조회 시 A의 PNR이 조회됨.

 특정 PNR 조회
A여행사가 설정의 주체임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각 여행사에 설정해 놓은 DK CODE를 PNR에 입력 하였
을 때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이다. DK CODE는 일종의 고객번호로써 영문/숫자, 6/7/10 자리로
지정 가능함.

3) DK CODE PNR 전송
① 생성한 PNR [SCZIKL]을 M1B8에 공유하기 위해 DK CODE [M1B8GS]라는 CODE를 입력 하였음.
② DK CODE 입력 후 조회한 PNR에 [CUSTOMER NUMBER - M1B8GS 라는 FILED가 생성 됨을 확인.
③ 단, PNR에서 입력된 DK CODE를 삭제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기존에 입력된 DK CODE를 사용하지 않을 경
우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DK CODE를 다시 재 입력해 두면 PNR이 공유되지 않는다.		
((예)*PNR → DK123456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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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C별 GS 설정 관리
① ABACUS 시스템의 HOST 등록과는 별도의 내부 관리용 SUB TABLE 임
② 동일PCC내 설정한 GS에 대한 공통 관리 용도이며, HOST에 설정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③ 어떤 여행사와 GS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DK CODE 설정한 경우 PCC내 상호 공유하는 기능 임
④ 접속한 누구나 등록할 수 있음으로 등록을 자유롭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인만 등록하여 회사
(PCC) 내부적으로 GS의 설정을 제한 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함
⑤ 저장된 PCC는 ALPHABET 순으로 정렬 됨
⑥ 여행사명을 임의 등록 사용하거나, 입력 않으면 ABACUS내 등록된 여행사 명으로 자동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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