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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용어
AFAX

Airport Facts (공항에서 Check-In시 필요한 승객에 관련된 정보)

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특정 국가의 입국심사에 필요한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입
국시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ARNK

Arrival Unknown
승객의 여정 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구간 즉, 도착지점과 다음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ATR

Airline Ticketing Request
항공권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의뢰(AGT직접 발권 불가)

AVS

Advice Flight Status
항공사/시스템간 좌석상태 전송 message

BSP

Billing and Settlement Plan
항공사/여행사간 항공권 판매대금 정산을 은행에서 대행하는 제도

Confirm

Confirmation (예약의 확인)

CRS

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전산 예약 시스템)

CRT

Cathode Ray Tube
On-Line 예약을 할 수 있는 단말 컴퓨터를 지칭함

DAPO

Do All Possible(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해)

Dupe Booking

동일한 승객이 동일한 구간을 두 번 이상 중복 예약하는 경우

ETAS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ystem
호주입국비자 전산발급시스템

GFAX

General Facts
항공사가 참고하게 될 승객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G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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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By)

예약을 못한 승객이 남는 좌석을 기대하고 무작정 공항에 나와 탑승을 기
다리는 것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운송협회)

Itinerary

승객이 여행하려는 모든 여정
(호텔,렌터카 및 ARUNK여정을 포함)

Inbound

해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국내로 들어 오는 것

Late
Cancellation

여행 계획의 변경으로 출발일시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로써
통상 출발 몇시간 이내의 취소를 의미

MCT

Minimum Connection Time 연결편을 갈아타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No Show

이미 예약은 되어 있으나 아무런 취소 의사표시 없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것

NO-REC

No Record
승객이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였으나, 해당 항공사쪽에는 예약이 접수
된 기록이 없는 상태

OAG

Official Airline Guide
월간 단위로 발행되는 책자로써 전세계 항공사의 운항시간표 및 여행관련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World wide edition 과 North America edition으로 구분됨)

Outbound

국내에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

PCC

Pseudo City Code
ABACUS시스템상에서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여행사 단위로 부여
한 고유의 인식 코드

PNR

Passenger Name Record (예약 접수된 승객의 예약 기록)

RCFM

Reconfirmation / 좌석 예약 재확인

RLOC

Record Locator (=PNR Address) / 예약 번호

SEG

Segment (승객의 여정이 될 수 있는 모든 구간)

Stopover

도착한 도시에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

Surface

GAP (비항공운송구간)

TCP

The Complete Party (동일 여정으로 여행하는 총인원)

Timatic

The Complete Party Travel Information Manual
여권/비자/검역 등 출입국에 필요한 각종 여행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전산
화한 것

(or TIM)
Transit
TTL
(or TL)
Waiting List

중간 기착지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목
적지로 출발하는 것
Ticket Time Limit
예약시 일정 시점까지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항공권 구매시한
이미 예약된 승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우선적으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 예약자로 등록되어 있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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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S(Data Retrieval System) 관련 기능
1) Calendar
T@OCT

당해 년도 특정 월 지정

T@DEC/12

특정 년도 특정 월 지정
(당해년도 이외는 년도 지정)

T@MON

해당 월 특정 요일 지정

T@WED/SEP

특정 월 특정 요일 지정

2) City Time
T*SYD

특정도시 현지시간 조회

T*DST-LON

Daylight Savings Time 적용날짜 조회

T@ETSEL/LAX

두 도시간 시간차이 조회

T@ET1400SEL/LAX

특정 시간 대비 현지시간 조회

3) Temperature
T@T30C

섭씨를 화씨로

T@T86F

화씨를 섭씨로

4)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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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WX*SIN

현지 날씨 조회

@WEA/AV*SIN

월평균 기온 조회

W@1

PNR 1번째 여정에 대한 날씨 조회

F*TTL/WEA

Weather 관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