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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공권 발행의 실제

1. 발권환경 조회
1.1 항공권 관리와 Capping
(1) 작업장 상태조회
전자 항공권이 도입되면서 이전과 달리 승객에게 제공되는 항공권 정보에 대한 증빙이 실물 항공권이 아닌 전자
항공권 발행확인서(ITR: Passenger Itinerary Ticket Receipt) 등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여행사는,
승객에게 전달할 항공권 발행 확인서나 여정표, 카드영수증 혹은 여행사 자체보관용 문서 등의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필요하다.
BSP 여행사의 경우 ATR 여행사와는 달리 발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환경상에 발권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ABACUS 시스템 환경 설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다.
DI

항목

내용

① T-ET

전자 항공권 발권 기능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

② I-400

여정표/여정확인서 출력용 프린터 번호

③ H-400

Agent Coupon이나 재발행 문서, EMD 문서 등 각종 Document의 HARD COPY 출력용 프린터
번호

☞ I와 H로 설정된 프린터는 하나의 실물기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스템적인 설정만 두 가지 역할로 셋팅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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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권가능매수(Capping)의 확인
BSP Link를 통해 항공권(Stock) 발권 가능수량을 승인 받게 되면 여행사는 각 시스템에서 발권을 진행하기 위해
항공권 수량을 GDS별로, 그리고 항공사별로 시스템에 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Capping이라고 한다.
만약 ABACUS에 특정 항공사 발권을 위해 항공권을 Capping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이 ABACUS에서
확인한 후 발권을 진행해야 한다.
W/TLM*
W/TLM*OZ

① CARRIER

항공권 배정을 진행한 항공사

② TICKET LIMIT

가장 최근 배정된 항공권 배정 수량

③ TICKETS REMAINING

현재 사용이 가능한 잔여 항공권 수량(발권가능 매수)

① 상기의 화면처럼 항공권 잔여 매수(TICKETS REMAINING)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전자 항공권 발행이
가능하며, 이 수량이 0인 경우에는 발권이 진행되지 않는다.
②“TICKETS REMAINING”수량은 정상적인 발권이 진행되는 사용매수에 따라 숫자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배정한 발권가능매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기 전에 추가적인 Capping 신청을 통해 항상
발권가능매수의 잔여분이 남아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전자발권 요청에 대해 항공사가 미승인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SYSTEM VOID는 발권가능 매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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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권하고자 하는 승객수보다 항공권 잔여매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발권 진행 시 오류 메시지 응답이
회신되면서 발권이 진행되지 않는다.

(3) 전자 항공권 번호의 확인
전자 항공권 발행 시에는 잔여 발권매수가 존재하면 사용자가 발권 진행할 때 사용할 항공권 번호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해 준다. 사용자는 항공권이 발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발권된 항공권 번호만 확인하면 되고, 어떤
시리얼 번호로 발권될지를 사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때 부여되는 항공권 번호는 시스템 HOST에서 자동으로 250매 단위로 지정해 주는 번호이며 전체 여행사가
공동으로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배정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여행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권 번호가 항상
일련번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시스템상에는 전자 항공권 번호 외에도 발권 수수료 대신 여행사 서비스 수수료로 징수되고 있는 TASF(Travel
Agent Service Fee)와 항공권 외 추가로 소요되는 항공관련 서비스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의 번호도 함께 배정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소요여부를 파악하고
자동 배정하고 있다.
DN*PTR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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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ETR

전자 항공권(Electronic Ticket Record) 번호

② SVC

TASF 발행 번호

③ EMD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발행 번호

1.2 ET 항공사 정보의 조회
한국지역에서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전자 항공권 제도는 2015년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전자 항공권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항공사나 특정 국가의 국내선 항공노선만을 소유한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권을 발권하기 전에 해당 항공사가 전자 항공권
발권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발권 가능한 지역, 규정, 동반 발권이 가능한 정산 가능 항공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 특정 여행사만 지정하여 판매를 허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권 담당자는
아래의 정보를 발권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여행사별 ET 발권가능 항공사 조회
W/TA*Z0F8
여행사 점소코드(PCC)

☞ 상기 화면에서 ①CARRIER는 실물 항공권 발권 가능한 항공사이고, ② ETR CARRIERS는 전자 항공권 발권 가능한 항공사
LI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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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지역 BSP ET 발권가능 항공사 조회
W/BSPKR*

☞ 상기 조회결과에서“ABACUS ELECTRONIC TICKETING CARRIERS”로 등록되어 있는 항공사가 한국지역에서 ABACUS를
통해 BSP 발권이 가능한 항공사이며 EO라는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전자 항공권(ET)만 발행이 가능한
경우이고 EOD라는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전자 항공권(ET)과 함께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발행도 가능한 항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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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별 ET PROFILE(전자 항공권 발권규정) 조회
전자 항공권 발행이 가능한 항공사들은 각 사가 허용하는 전자 항공권 발행의 규정 및 허용범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자 항공권 발행이 허용하는 구간의 개수나 동시 발권 승객 수, 지불수단의 종류 등 그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전자 항공권 발행을 요청할 경우 규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스템적인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권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전자 항공권 발권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발권에
대한 승인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항공권 발행의
기본규정을 인지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발권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WETP*OZ
조회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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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AX COUPONS PER ETR

최대 발행 가능한 쿠폰(구간) 갯수

② OPEN SEGMENTS ALLOWED

오픈여정 발권 가능여부

③ ETR REVALIDATION ALLOWED

발권이후 여정변경 일치기능 사용여부

④ INFANT ET ALLOWED W/ADULT

성인동반 유아 발권 가능여부

⑤ PERMITTED ET INTERLINE CARRIERS

OZ과 동반 발권 시 정산 가능한 항공사

1.3 발권을 위한 PNR 정보 추가입력
작성된 PNR을 이용하여 발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예약번호가 정상적으로 ANSWER BACK
되어 있어야 발권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PASSIVE BOOKING 구간(GK-Ghost Segment)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혹은 OPEN 여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예약번호를 입력해야 발권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사
예약번호가 여정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기능을 이용하여 항공사 예약번호를 업데이트 한 후 PNR
운임계산 및 발권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 GK구간에 대한 예약번호 업데이트

방법 1

① A20JUNSELTYO#OZ
② N2H1GK
③ PNR 저장 및 재 조회
④ .1GK*ABCDEF

방법 2

0OZ102H20JUNICNNRTGK2*ABCDEF

(주의) GK구간의 작성여부는 항공사가 PSN(Passive Segment Notification) 기능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사 기능 조건에 따라 실제 항공사 예약번호인 *ABCDEF 상에 존재하는 승객이름, 구간, 인원 수 등의 정보가 GK
PNR의 정보와 다른 경우 자동으로 REJECT 된다.

(2) OPEN여정에 대한 예약번호 업데이트

방법 1

① A30JUNTYOSEL#OZ
② N2H2DS
③ PNR 저장 및 재 조회
④ .2DS*ABCDEF

방법 2

0OZ105H30JUNNRTICNDS2*ABCDEF

(주의) *ABCDEF는 실제 예약된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사 예약번호

(3) HK구간의 항공사 예약번호 미제공 항공사의 경우(ANSWER BACK 미가입 항공사)
.1HK*ABCDEF
(주의) 항공사가 기능적으로 예약번호 제공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항공사를 통해 실제 예약번호를 직접 확인한 후 사용자가
위와 같이 입력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항공사 예약번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ABACUS HELP
DESK를 통해 항공사 예약번호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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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정보의 입력(APIS/FOID)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진행 시 승객의 여권정보를 3FOID 형식으로 입력하기를 요구하거나 혹은 미주노선의 경우
APIS 형식으로 여권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발권이 가능한 항공사가 있다.
다음 기능을 이용하여 항공사가 요청하는 여권정보를 형식에 맞게 입력해야 정상적인 발권이 진행 가능하다.
① FOID 입력
입력 대상

중국 국적 항공사 및 AF, HR, KC, LA, SA등

여권정보 추가입력(MASK 입력가능)

3FOID/PPKRSC123456-2.1
국적(KR), 여권번호(SC123456)

② APIS 입력
입력 대상
여권정보 추가입력
(MASK입력가능)

APIS 입력 항공사의 미주 노선
3DOCS/P/KR/SC1234567/KR/02DEC72/M/10JAN20/LIM/EUNY-1.1
국적, 여권번호

③ APIS(SFPD) 미 입력된 PNR 검색
탑승일 기준 검색
항공편명/탑승일 기준 검색
항공사/탑승월 기준 검색

*SF#-/FD-20JUN
*SF#-OZ201/FD-NOV
*SF#-UA/FD-DEC

1.4 여행사간 PNR 전송 및 공유기능
(1) PNR 소유권(Ownership)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6@TA/Z0F8
PNR 수신여행사 점소코드(PCC)
☞ 발권진행을 위해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BSP여행사로 이전하면 ATR여행사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발권이 종료된 후
BSP여행사가 동일한 기능으로 다시 ATR여행사에게 PNR을 재 전송해야 함.
☞ PNR 전송 후 저장(E 혹은 ER)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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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권 권한만 이전하는 경우
5WT-Z0F8/ON

5WT-Z0F8/OFF

PNR 수신여행사 점소코드(PCC)

PNR 회수여행사 점소코드(PCC)

☞ 발권진행을 위해 BSP여행사에 PNR 전송해도 ATR여행사에서 동시 조회가 가능하며, PNR 수정권한은 ATR여행사에서
갖는다.
☞ 발권이 종료된 후 해당 PNR 회수를 원하는 경우 ATR여행사가 OFF 처리 지시어를 실행하면 해당 PNR이 회수되며 각 작업
진행 시 저장(E 혹은 ER)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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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는
기능이다. 한 번만 설정하면 기능 해지하기 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복수의 여행사와 설정이 가능하다.

☞ MASK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GLOBAL SECURITY 기능을 설정,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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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 및 해제
① 전체PCC 조회/ 특정PCC 조회

• 전체PCC로 조회 시 GS가 설정된 모든PCC를 보여 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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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GS 기능의 해제
• 전체PCC를 한번에 해제 할 수 없으며(전체PCC 선택 시 해제 버튼이 비활성화 됨)
• 특정PCC 지정하여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제되며, 재조회를 통해 지정PCC가 해제되었음이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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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① 전체 PNR 조회
특정한 조건 없이 A에서 생성한 PNR을 B에서 모두 조회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이다. 전체 PNR 조회
허용으로 설정하면 B에서 GRP PNR 조회 시 A의 PNR이 조회됨.
② 특정 PNR 조회
A여행사가 설정의 주체임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각 여행사에 설정해 놓은 DK CODE를 PNR에 입력
하였을 때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이다. DK CODE는 일종의 고객번호로써 영문/숫자, 6/7/10
자리로 지정 가능함.

3) DK CODE PNR 전송
• 생성한 PNR [SCZIKL]을 M1B8에 공유하기 위해 DK CODE [M1B8GS]라는 CODE를 입력 하였음.
• DK CODE 입력 후 조회한 PNR에 [CUSTOMER MUMBER – M1B8GS 라는 FILED가 생성 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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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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임발권 실무 2 [발권편] 259

IV. 항공권 발행의 실제

2. 항공권 발행의 기본
2.1 항목별 발권기능
각 항공사의 발권규정 및 판매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가진 항목별 지시어를 활용하여 항공권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발권을 위한 기본 지시어는 W#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수의 기능을 연결하여 사용 시 #을 이용한다. 발권을
위한 최소 필수항목은 운임 및 승객지정(T), 발권 항공사(A), 지불수단(F), 발권 수수료(KP)이다.

(1) 항목별 기본 기능
항목

내용

발권 지시어 기본형태

W#T#AOZ#FCASH#KP0

저장운임 및 승객지정
모든 승객발권(동일 승객유형)

T

1번 운임(T)과 2번 승객(N) 지정발권

T1N2

2번 운임(T)과 2-5번 승객 지정발권

T2N2-5

발권항공사 지정(A)

AOZ

지불수단 지정(F)

FCASH
F*VI4599111122223333/0120*E03*Z12341234

발권수수료(KP)

KP0 혹은 KPN3

할인금액(NET/D)

NET/D250000

항공권 제한사항(EO/)
*총 59자 입력가능(기호포함)

EO/NON ENDS/NON RRT/REF CHRG KRW50000

TOUR CODE/AUTH 번호(UN*)
*총 14자 입력가능(기호포함)

UN*15SELIT12345

(2) 항목별 상세기능
1) 저장운임 및 승객지정(Fare Record & Name)
항공권 발행을 위해서는 PNR에 저장된 승객유형에 따라 각 승객에게 알맞은 운임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발권하고자 하는 승객번호와 운임번호를 지정하여 발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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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전체 승객을 저장된 하나의 운임으로 발권

T1N2

특정운임(T1)과 특정승객(N2) 지정발권

T1N2-5
T2N3/5/9

특정 운임과 복수 승객 지정발권

2) 발권항공사 지정(Validating Carrier)
여정상에 운항 항공사가 하나인 경우 운항 항공사와 발권 항공사가 동일하게 지정될 수 있으며, 복수의 운항
항공사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항공권 발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승객이 실제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항공사를 발권 항공사로 지정하여 발권해야 한다.
발권 항공사 지정 시 최소 1개 이상의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사만 발권 항공사로 지정이 가능하며 저장된 Fare
Record 상의 Validating Carrier와 일치해야 발권이 가능하다.
AOZ

OZ을 발권항공사로 지정

☞ Fare Record상의 Validating Carrier와 발권 항공사가 다른 경우 발권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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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수단 지정(Form of Payment)
항공운임을 지불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금지불과 신용카드 지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2가지
지불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지시어 상에는 금액이 입력되지 않으나
시스템이 운임정보(Fare Record)상의 Fare 금액과 Tax, 그리고 발권 지시어상에 입력되는 할인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발권시점에 카드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을 시스템상으로 전송한다.

가) 현금 및 신용카드 지불
FCASH

전액 현금

F*VI4599111122223333/1220*E03

전액 신용카드 - 3개월 할부(E03)- 자동승인
*일시불은 할부코드 생략가능

F*VI4599111122223333/1220*Z56785678

전액 신용카드 - 승인번호 수동입력

F*VI4599111122223333/1220*Z56785678
*XX15SELIT1234567

전액 신용카드 - 승인번호 수동입력 - TOUR CODE/
AUTH 입력

☞ FOP 항목으로 TOUR CODE나 판매가 AUTH 번호를 입력하는 항공사의 경우 XX 다음위치로 입력할 수 있고, 만약 AUTH
번호의 형태가 QS/ABC와 같이 기호 /를 포함하는 경우 QS-ABC로 기호를 수정해서 입력해야 한다.

나) 혼합 지불(현금 + 신용카드)
F*VI4599111122223333/1220*CASH/300000

전체 금액 중 현금으로 300000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자동승인

F*VI4599111122223333/1220*E03
*Z56785678
*CASH/300000

전체 금액 중 현금으로 300000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지불 - 승인번호 수동입력

F*VI4599111122223333/1220*E03
*Z56785678
*XX15SELIT1234567/300000

전체 금액 중 현금으로 300000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지불 - 승인번호 수동입력 - TOUR CODE/
AUTH 입력

다) 신용카드 금액의 개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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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RW1500000/
VI4599111122223333/1220
*03@OZ

신용카드 승인금액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승인요청(항공사 지정필수-가맹점)

MK*KRW1500000/
VI4599111122223333/1220
*03@OZ*D12341234

신용카드 승인분을 취소
*승인 받은 동일 단말기, 동일 PCC 기준으로 당일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

MK*ALL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내역 조회(MASK로 실행됨)

☞ MASK 기능을 통해 ①카드 승인 및 취소를 진행하거나 ②카드 승인/취소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③과 같이 조회할 수
있다. 조회범위 지정 시 PCC 기준으로 조회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DID(DEVIDE ID: ABACUS 화면ID) 기준으로
조회된다.

4) 발권수수료 입력(Commission)
항공사별로 지정된 발권수수료 징수 규정을 확인하여 기준 금액에서 %로 징수되도록 입력하는 기능이다.
공시운임이 아닌 할인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할인금액 입력 기능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항공권 상에 직접 표기되지 않는 항목이다.
KP3

공시운임을 기준으로 발권수수료를 징수(Gross Comm)

KPN3

할인금액이 존재할 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권수수료를 징수 (Net Comm)

KP0

발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단체 무임항공권 포함, No Comm)

5) 할인금액 입력(Discount Amount)
공시운임으로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시운임과 판매금액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할인금액으로 입력한다. 할인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KPN3과 같은 형식으로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NET/D250000

공시운임에서 250000원을 할인금액으로 반영함

☞ 공시운임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혹은 PRIVATE FARE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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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권 제한사항(Endorsement/Restriction)
사용하는 항공운임 별로 항공사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발권 및 운송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운임등록 시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시스템상에 Filing
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자동운임계산 시 운임정보(Fare Record)상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소아, 유아 발권 시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입력글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한 약어로 줄여서 사용한다.

EO/NON ENDS/NON RRT/REF CHRG
KRW500000

양도불가, 여정변경 불가, 환불수수료 50000원이라는
제한사항을 입력
-입
 력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최대 59자
까지 입력가능

EO1/NON ENDS/NON RRT#EO2/DOB20JAN09
CNJ98812345567890

위치를 지정하여 첫 번째 줄(EO1/)과 두 번째
줄(EO2/)로 구분하여 입력
- 각 줄마다 28자씩 입력가능
-소
 아와 유아의 경우 생년월일 정보(DOB)나 성인 연계
항공권 번호(CNJ)를 입력함

ED/CNJ9881234567890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ENDS 정보 다음순서로 해당
정보를 추가 입력

☞ Fare Record상에 이미 자동으로 저장된 ENDS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O/를 이용하여 재 입력하는 경우에는 발권 시
입력한 내용이 덮어쓰기(OVERRIDE)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미주 국내선 항공권 분리발권 시에도 국제선 항공권 번호를 연계 항공권(Conjunction Ticket) 정보로 추가 입력해야 한다.

7) TOUR CODE 및 AUTH번호 입력
항공사가 할인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나 혹은 단체여행에 대한 증빙번호 등이 부여되는 경우 입력하는 기능으로
항공권 상에 TOUR CODE 위치에 입력된다. 최대 14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며,‘–’과 같은 기호나 띄어쓰기는
입력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 ’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Private Fare나 FAREX 운임의 경우 자동으로 운임정보(Fare Record)상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UN*TOUR CODE

항공사가 부여한 TOUR CODE 및 AUTH 번호 입력

UX*TOUR CODE

IT 발권을 위한 TOUR CODE 입력

UB*TOUR CODE

BT 발권을 위한 TOUR CODE 입력

☞ 일부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상에 항공운임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발권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을 IT 발권/BT 발권이라고 하며
항공사마다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P. 3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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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권 MASK의 사용

구분

항목

①

항공권 발권과 함께 ITR을 팝업 하여 인쇄 진행하는 경우 선택

②

승객유형이 동일하고 하나의 운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승객> 선택

③

운임을 지정해서 발권하는 경우 사용

④

승객을 지정해서 발권하는 경우 사용
*MASK를 이용해서 발권된 승객은 <기발권 승객번호>에 표시됨*

⑤

운임계산 시 지정되어 있던 VALIDATING CARRIER와 일치해야 함

⑥

발권수수료 징수 시 %를 숫자로 입력, NET은 판매금액 기준징수, GROSS는 공시운임 기준징수

⑦

공시운임에서 추가로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공시운임-판매금액의 차이를 입력

⑧

혼합의 경우 현금+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를 의미함

⑨

혼합의 경우 현금으로 지불할 금액을 지정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카드로 징수

⑩

카드코드를 VI와 같이 입력하고, 유효기간은 MMYY로, 할부 개월은 일시불인 경우 생략가능

⑪

발권작업 이전에 카드 승인만 별도로 진행한 경우 기 승인 받은 번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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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UTH번호를 FOP에 입력하는 항공사의 경우 사용

⑬

항공권 제한사항을 입력할 때 한 줄로 입력하는 경우 59자까지, 두 줄로 나누어 입력하는 경우 각
28자까지 입력 가능,
[ED로 전송] 기능은 운임정보(FARE RECORD)상에 자동 입력된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발권 시
추가내용이 있는 경우 기존 내용 다음위치로 입력됨

⑭

항공사가 제시하는 TOUR CODE 및 AUTH번호를 입력하는 항목

⑮

항공운임을 항공권상에 표기하는 않는 방식의 IT발권 진행 시 선택

16

즉시 발권하지 않고, 지시어를 PNR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발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17

할인금액이 존재하는 카드발권 진행 시 1인당 지불금액을 입력해야 함

18

TASF(TRAVEL AGENT SERVICE FEE)를 징수하는 경우 동시 발행여부 선택

19

모든 지시어 내용을 반영하여 즉시 발권하는 경우 <전송>

20

MASK로 발권 진행한 이전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불러오기로 재 사용 및 수정사용 가능(불러오기는 최대
10개 이전 자료까지 가능)

(4) 발권사례별 기능적용
1) 전체 승객발권 / 운임종류 1개
• 발권 항공사：OZ
• 공시운임：KRW 750,000 / 판매운임：KRW 500,000
• 지불수단：현금
• 발권수수료：NO-COMM
• 제한 사항：NON ENDS/RRT
• AUTH 번호：SP004
W#T#AOZ#FCASH#KP0#NET/D250000#EO/NON ENDS/RRT#UN*SP004
☞ NET/D를 입력하기 위한 할인금액을 계산하면 공시운임 750,000-판매운임 500,000이므로 할인금액은 250000이
된다. 할인이 제공된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할인 승인번호인 AUTH번호 혹은 TOUR CODE를 UN*로 입력해야 하며
발권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KP0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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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승객 3번/저장운임 2번
• 발권 항공사：CI
• 공시운임：KRW 389,000/할인 없음
• 지불수단：CN9410111122223333 / 유효기간 2020년 10월 / 할부 6개월 /
• 승인번호 12345678
• 발권수수료：공시운임의 3%
• 제한 사항：NON ENDS/성인항공권 번호 9884431111222
• 유아 생년월일: 15년 1월 20일
W#T2N3#ACI#F*CN9410111122223333/1020*E06*Z12345678#KP3#EO1/NON ENDS#EO2/
CNJ9884431111222 DOB 20JAN15
☞ 승객과 승객유형에 맞는 운임을 동시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T2N3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공시운임에서 할인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발권수수료는 KP3로 표기하고 유아의 경우 동반하는 성인의 항공권 번호와 생년월일을 EO2/로 둘째 줄 위치에
추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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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권기록(ETR-Electronic Ticket Record)의 조회
발권 항목별 지시어를 통해 전자 항공권이 올바르게 발행되었다면 사용자는 발행된 결과에 따라 발권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해야 한다.
전자 항공권인 ET(Electronic Ticket)는 사용자에게 실물의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의 화면상으로
발권내역에 대한 DATA를 생성시키는 것이므로, 담당자는 발권결과를 화면을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PNR의 여정과 운임정보가 항공권 기록인 ETR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발권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발권된 항공권 번호는 예약된 항공사로 자동 전송되며, 발권된 PNR상에는
발권기록이 별도로 보관되고 ACCOUNTING DATA라는 항목을 생성한다. 이러한 ACCOUNTING DATA를 이용하여
승객별 발권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다.

(1) 발권된 PNR의 변화
발권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발권된 항공권 번호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항공사 측으로 자동 전송되며, 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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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기록을 통해 승객의 예약기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자료를 관리한다. ABACUS PNR상에는 발권된 항공권이
존재하는 경우 아래 PNR과 같이 발권여부를 예약번호 우측에 표시하여 주고, 또한 발권된 상세 기록내용 중 일부를
ACCOUNTING DATA로 PNR에 보관하도록 한다.

구분

항목

①

발권 항공사 코드

②

발권된 항공권 번호(항공사 코드 제외)

③

발권수수료 금액

④

FARE 금액(BASE FARE)

⑤

TAX 총 금액

⑥

지불수단- 현금 CA/ 카드 CC

⑦

승객번호와 이름

☞ ACCOUNTING DATA를 이용하여 발권된 항공권 중 VOID나 REFUND, 재발행 항공권의 ORIGIN TKT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효한 항공권 번호만을 선별하여 조회해 주는 기능을 통해 동일 승객에게 발행된 중복 발권여부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PAC 항목에 존재하는 항공권의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며 발권 이후에 DIVIDE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ACCOUNTING
DATA가 DIVIDE PNR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승객번호 확인에 유의한다.

ACCOUNTING DATA 항목 조회

*PAC

유효 항공권 번호조회를 이용한 중복발권 확인

*PAC/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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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TKT 조회를 통해 ACCOUNTING DATA상에 존재하는 항공권 중 REFUND되거나 재발행된 ORIGIN TKT을 제외한
항공권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중복 발권여부를 CHK할 수 있다.

(2) ETR(Electronic Ticket Record) 조회
ETR이란 실물 항공권이 아닌 전자적인 시스템 DATA로 존재하는 전자 항공권(Electronic Ticket) 기록으로써
발권 담당자의 경우 PNR과 저장된 운임을 이용하여 지시어 혹은 MASK를 통해 발권이 진행된 결과물을 ABACU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ETR(Electronic Ticket Record)이라고 한다. ETR은 PNR과
마찬가지로 ABACU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기록이 항공사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으며 ETR 발권 및 정보의 수정
등은 항공사 시스템의 승인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발권 진행 시 발권 담당자의 발권 지시어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항공사 시스템에서 인지하고 있는 발권규정 제한(예를 들어, 정산 불가능한 항공사를 포함하여 발권하였든가
혹은 동시 발권 인원 수를 초과 하였든가 하는 등)에 적용되는 경우 발권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발권요청이 미승인 되는데 이때 무효되는 발권 건수는 Daily Sales Report 상에 SYSTEM VOID로 표시된다.

1) TICKETING FIELD의 조회
발권이 완료된 PNR에서 TICKETING FIELD를 조회하면 승객 별로 발권된 항공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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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①

TE

TE:ET/ME:EMD/TV:VOID/TR:REFUND

②

1604302720030

항공권 번호

③

KR

발행점소 지역

④

KO/S

승객명

⑤

Z0F8*AED

발행점소 PCC와 SIGN DUTY 코드

⑥

1414/17MAR

발행일자 및 시간

2) ETR 조회
TICKETING FIELD에서 발행 항공권 번호가 확인되면 LIST 항목번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내역을 상세
조회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입력된 발권 항목 중 ETR상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항목으로 발권 수수료, 할인금액
등이 있다.

가) 기본 형태 조회
*T → WETR*2(항목번호)
WETR*T1604302720030(항공권 번호)
☞ 항공권 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경우 PNR 조회 없이도 가능하다.

☞ *PAC/TKT 조회를 통해 ACCOUNTING DATA상에 존재하는 항공권 중 REFUND되거나 재발행된 ORIGIN TKT을 제회한
항공권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중복 발권여부를 CHK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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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시어

내용

①

TKT

항공권 번호

②

ISSUED

발행일자

③

PCC

발행점소

④

PNR

발권 PNR

⑤

IATA

여행사의 IATA(BSP) 번호

⑥

NAME

승객명

⑦

NAME REF

승객 중 소아, 유아의 나이 부분(C05)

⑧

TOUR ID

항공사 할인에 대한 AUTH번호 및 TOUR CODE

⑨

FOP

지불수단(Form of Payment)

⑩

CPN AL FLT CLS DATE ...

발행된 구간의 여정정보

⑪

F/B

운임종류(FARE BASIS) 코드

⑫

STAT

발행된 항공권 COUPON의 사용상태(Coupon Status)

⑬

DT CHG FOC RFD FEE KRW....

항공권 제한사항(Endorsement)

⑭

FARE, TAX, TOTAL

항공운임/TAX 합계/ 운임과 TAX 총 합계

⑮

SEL CX HKG208.18CX SEL....

운임 구성내역(FARE CALCULATION)

나) NVB/NVA 정보 포함 조회
*T → WETR*2/E
WETR*2 조회 후 WETR*/E
WETR*T1604302720030/E
☞ 최소/최대체류기간 정보와 무료수하물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기능이며 항공권 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경우 PNR 조회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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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①

지시어

내용

CRS CODE

ABACUS(7766), SABRE, INFINI등의 시스템 종류를 나타냄

②

FCI

Fare Construction Indicator: 운임계산유형
4: Published Fare-Auto /5: Published Fare-Modified
6: Negotiated Fare-Auto/7: Negotiated Fare-Modified

③

NVB, NVA

최소/최대 체류기간

④

BAG

Baggage Allowance 구간별 무료 수하물 정보

☞ 일반 공시운임과 Private Fare는 4/5: Published Fare에 해당되며, Farex운임의 경우 6/7: Negotiated Fare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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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 조회 J-KEY 활용]

☞ *T 상의 [TE] J-KEY를 실행하면 ETR 조회 외에도 VOID, AUTO REFUND, AGT CPN 인쇄, ITR 전송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기타 조회
ETR HISTORY 조회

WETR*2/H
WETR*2 → WETR*H

발권 지시어 HISTORY 조회

*HT

(3) Coupon Status의 종류
ETR 상세 내역에서 조회되는“STAT”는 Coupon Status를 표기하는 부분으로, 발행된 항공권을 구간별로 탑승
혹은 사용할 때마다 해당하는 Coupon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항목이다. 각 Status는 해당
Coupon이 사용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를 표시하는 Coupon Status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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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Unused, Open for Use, 사용가능

ACTL

Airport Control, 항공사 통제

CKIN

Checked-in, 탑승수속 완료

USED

Lifted, Boarded, 탑승완료

EXCH

Exchanged, 재발행 완료

RFND

Refund, 환불완료

SUSP

Suspended by Carrier, 항공사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항공권

VOID

판매취소

☞ 상기 8가지 종류 중에 USED, VOID, RFND, EXCH는 FIANL Status로 분류한다. 이것은 FINAL Status의 경우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화할 수 없는 최종의 상태코드라는 의미이다.
☞ ACTL의 경우 출발 72시간 전에 항공사의 운송시스템상에 CHK-IN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항공권의 VOID, REFUND, 재발행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사로 CTC해야 한다.

(4) AGENT COUPON 이해하기
발권 지시어로 입력한 내용 중 ETR에 반영되지 항목으로 발권 수수료와 할인금액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발권점소 보관용 Coupon인 Agent Coupon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Agent Coupon은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재발행을 진행하는 경우 원 자료(Origin Data)로 사용될 수 있다.
Agent Coupon은 ABACUS의 UMS 기능을 통해 서버상에 보관되므로 ITR, 카드 영수증 및 각종 발권과 관련된
Document와 함께 상시 검색/조회가 가능하다.

번호

지시어

내용

①

TKT NBR

항공권 번호

②

ISSUED BY

발행 항공사

③

ISSUING

발행일/IATA 번호/발행점소명

④

NAME

승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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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NDS/RSTR

항공권 제한사항(Endorsement)

⑥

항공권 여정정보

탑승편, 탑승일자, 구간, 좌석상태, Fare Basis, 무료 수하물 정보 외

⑦

FARE, TAX, TOTAL

항공운임 및 TAX, 합계 금액

⑧

FOP

지불수단 정보(Form Of Payment)

⑨

REMITTANCE

지불수단별 실제 지불금액, 발권수수료(COMM), TAX 등이 표기됨

보충학습

미주노선 발권 진행 시 PNR상에 APIS 사항인 여권정보(DOCS)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발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MASK를 통해 APIS 사항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 발권을 재시도 해야 한다.
① ABACUS PNR 예약번호를 클릭하여 JET-KEY 중 APIS 마스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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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된 MASK 화면에 필요한 여권정보 내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전송한다.

③ 지시어로 변환된 APIS 입력항목을 확인한 후 PNR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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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시어로 변환된 APIS 입력항목을 확인한 후 PNR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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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공권 발행절차와 실례
항공권 발행을 위한 절차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적절한 운임의 계산이다. 적절하다는 의미는 승객의
여행조건에 맞으면서 동시에 저렴한 운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PNR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운임조건에 맞는 CLASS를 선택하는 것이 발권 업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항공권을 발행하기 위한 주요 절차이다.

(1) 기본 절차
순서

내용

지시어

1단계

여정조건에 맞는 구간운임 조회 및 Booking Class 확인

FQSELSIN10DEC-SQ

2단계

Booking Class에 맞게 PNR 작성

*ABCDEF

3단계

PNR 자동운임계산

WP 혹은 WPASQ

4단계

운임의 선택

WTFR

5단계

PNR 저장

ER

6단계

저장운임 조회 및 확인

**W(**W1)

7단계

발권조건에 맞는 발권지시어 실행

W#T#ASQ#FCASH#KP0#EO/NON
ENDS

8단계

PNR 재 조회

*RR

9단계

Ticketing Field 조회 및 ETR 확인

*T → WETR*2

(2) 항공권 발행 실례
1) 단일 승객유형
여정：SEL - SQ - SIN - SQ - SEL
탑승일자：4월 10일~ 4월 20일
승객：성인 1명
발권 항공사：SQ
지불수단：CN9410111122223333 유효기간: 2020년 10월, 일시불
판매가：450,000원
발권수수료：판매가의 3%
TOUR CODE：5SELSQ67
제한 사항：자동운임(Ticket Fare Record)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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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간운임 조회를 이용하여 여정 조건에 맞는 운임과 Booking Class를 선택한다.
FQSELSIN10APR-SQ

☞ 구간운임 조회결과를 보면 가장 저렴한 운임으로 3개월(3M)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1번 항목에 있는 “QLKR3M”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며, Booking Class는 Q-Class 기준이다.

② 조건에 맞는 Booking Class 이용하여 PNR을 작성한다.

☞ 왕복여정 모두 Q로 좌석 요청 했으며 PNR 저장 및 항공사 예약번호 회신까지 진행된 후 운임계산 및 발권 진행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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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NR 자동운임계산 진행
PNR 자동운임 계산결과가 FQ로 확인했던 구간운임과 동일한 결과(FARE BASIS)임을 비교한다.
WP 혹은 WPA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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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임의 선택
계산된 PNR 자동운임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발권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운임을 선택한다.
WTFR

☞ 계산된 운임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FARE RECORD 상에 ①해당 운임을 사용할 수 있는 발권 가능시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며, ②항공사가 운임에 대한 제한사항(Endorsement)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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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PNR 저장
ER

☞ PRICE QUOTE RECORD 배너를 통해 저장된 운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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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저장운임 확인과 발권진행
저장되어 있는 FARE RECORD를 확인 후 해당 승객의 발권조건을 이용하여 항공권 발행을 진행한다. 여기서
별도의 판매가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시운임과 판매가의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발권수수료의 경우
판매가의 3% 지급이므로 KPN3으로 기재한다.
할인이 제공되는 항공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할인 승인번호(TOUR CODE/AUTH NBR)가 필요하므로 UN*
기능으로 입력한다.
**W
W # T # A S Q # F * C N 9 41 0 11112 2 2 2 3 3 3 3 / 1 0 2 0 * E 0 1 * Z 12 3 412 3 4 # K P N 3 # N E T/
D18000#UN*5SELSQ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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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MASK 활용]

⑦ 발권된 PNR의 확인
발권이 완료된 PNR을 재 조회하면 PNR 상단에 “E-TKTED”가 표시되고 “ACCOUNTING DATA” FIELD가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R

항공운임발권 실무 2 [발권편] 285

IV. 항공권 발행의 실제

⑧ETR(Electronic Ticket Record) 조회
TICKETING FIELD를 이용하여 발권된 ETR을 조회하면 지시어로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항목을 재 확인할
수 있다.
*T ⇒ WE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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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승객유형
여정 : SEL - TPE - SEL
승객 : 성인 1명, 소아1명, 유아 1명
탑승일 : 4월 1일 - 4월 10일
발권 항공사 : CI
지불수단 : 현금
할인적용 : 없음
발권 수수료 : 지급 없음
제한사항 : NON ENDS(양도 불가) * TFR 참조
소아 생년월일 : 10년 2월 25일
유아 생년월일 : 14년 1월 30일
① 구간운임의 조회
여행조건에 맞는 운임 선택에 따른 Booking Class 결정
FQSELTPE01APR-CI

☞ 조회된 운임 중 가장 저렴한 운임인 1번 항목의 “YLPX15”를 선택할 수 있고, Booking Class는 추가 정보 조회결과 사용
가능한 Class가 B/M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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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건에 맞는 PNR의 작성
위에서 확인된 Booking Class를 이용하여 성인과 유아에 대한 PNR을 작성, 저장한다.

③ PNR 자동운임계산의 진행
WP
성인과 소아, 유아 3가지 승객유형에 대한 운임계산이 동시에 진행됨.
[성인 운임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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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운임계산 결과]

[유아 운임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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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산된 운임의 선택
WTFR

☞ 복수 승객유형의 운임이 계산된 경우 운임 선택 시 PQ RECORD 번호가 승객유형별로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다.

⑤ PNR의 저장 및 운임 재 확인
ER
**W
**W1

☞ PNR상에 저장된 운임이 복수인 경우 각 승객별 운임여부를 확인(**W1)한 뒤 FARE RECORD상에 자동으로 입력된 ENDS나
TOUR CODE가 있는 경우 발권 진행 시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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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권 진행
제시된 발권 조건상에 운임할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발권수수료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제한사항을 입력하는
ENDS사항의 경우 이미 저장된 FARE RECORD 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단, 소아나
유아의 경우 ENDS 사항 외에 생년월일이나 성인 항공권 연계번호(Conjunction Ticket)를 입력하기 위해 기존
ENDS 사항을 포함하여 다시 재 입력해야 한다.
<성인>
W#T1N1#ACI#FCASH#KP0
<소아>
W#T2N2#ACI#FCASH#KP0#EO1/NONREF/PEX VOL CHG RESTRCTED#EO2/DOB25FEB10
<유아>
W#T3N3#ACI#FCASH#KP0#EO1/NONREF/PEX VOL CHG RESTRCTED
#EO2/CNJ2975863863107 DOB30JAN14
[발권 MASK 활용 1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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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MASK 활용 2 - 소아]

[발권 MASK 활용 3-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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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권이후의 PNR 재 조회
발권된 항목에 대한 ACCOUNTING DATA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RR

⑧ 승객별 ETR의 조회
<성인 ETR>

☞ 성인운임에 따른 FARE BASIS와 FARE RECORD상에 자동 입력되어 있던 ENDS 항목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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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ETR>

☞ 소아운임에 따른 FARE BASIS와 수정된 ENDS 항목을 확인한다.

<유아 ETR>

☞ 유아운임에 따른 FARE BASIS와 수정된 ENDS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좌석을 점유하지 않음으로 좌석
상태(ST)가 NS(No Seat)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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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권 지시어 저장(Future Processing)
발권지시어를 입력하면서 동시에 발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발권지시어를 PNR에 저장한 뒤 이후 시점에
발권을 진행하는 기능이다. 지시어와 MASK를 통해서 발권지시어 저장을 진행할 수 있다.

(1) MASK를 이용한 발권지시어 저장
[절차 1] 발권 MASK 입력 및 지시어 저장 선택

☞ 발권 MASK를 활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지시어 저장] 버튼을 선택한 뒤 [전송]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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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저장된 지시어 항목 확인 및 PNR 저장
*PF

☞ MASK를 통해 입력된 내용이 FPT1N1#...으로 변환되어 실행이 되면서 PNR 상에 [TKT INSTRUCTIONS]라는 항목이
생성되면서 지시어가 저장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차후 발권하기 위해 PNR 저장(ER)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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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저장된 발권 지시어로 발권 진행하기
W#, W#L1, W#L1/3, W#L1-3

☞ 저장된 지시어가 하나인 경우 W#으로 발권을 실행하면 되고, 저장된 지시어 항목이 복수인 경우 W#L1, W#L1/3 등으로
발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항목번호를 지정해서 발권할 수 있다.

(2) 지시어를 이용한 발권지시어 저장
발권지시어를 저장하기 위한 기본 지시어는 FPT이다. 다음의 지시어들을 이용하여 발권지시어 저장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FPT#AOZ#FCASH#KP0#UN*SP003

전 승객지정 발권지시어 저장

FPT1N2#AOZ#FCASH#KP0

특정 운임과 특정 승객 지정 발권지시어 저장

*PF

발권지시어 저장항목 조회

FP1@

발권지시어 저장항목 중 1번 삭제

FP@

발권지시어 저장항목 전체 삭제

FP2@AOZ#FCASH#KPN3#NET/D100000

발권지시어 저장항목 수정

W#

저장된 발권지시어 전체 발권실행

W#L1, W#L1-3, W#L1/4

발권지시어 중 특정 항목 지정 발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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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공권 번호 전송 확인 및 재 전송
항공사와 GDS간의 시스템 전송문제 오류로 인해 간혹 발권된 항공권 번호가 항공사 시스템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GDS측에서 항공권 번호를 미 전송하는 CASE와 항공사 시스템에서 전송된 항공권
번호를 미 접수하는 CASE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오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권 발권 시 ABACUS로부터 발권된 항공권 번호가 항공사 측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PNR HISTORY 확인하기 및 항공사 PNR 직접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1) 항공권 번호 전송확인
*H

☞ 발권이 진행된 후 PNR HISTORY를 조회하면 상기와 같이 ①,②처럼 작업유형이 A3S로 생성되어 있는 항목이 항공사로
항공권 번호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기록이다. ③과 같이 X3S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권 번호 기록이 취소(삭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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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Y/*ABCDEF(항공사 예약번호)
[사례1] OZ PNR 조회를 통한 TKT번호 전송확인

☞ 항공사 PNR을 ABACUS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상기와 같이 조회된 항공사 PNR 화면을 통해서
TKT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OZ PNR 조회 J-KEY

☞ OZ의 경우 항공사 예약번호 부분에 설정된 J-KEY를 통해서도 OZ PNR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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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CA PNR 조회를 통한 TKT번호 전송 확인

☞ 항공사 PNR 구성에 따라 TKT번호 전송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CA의 경우 SSR TKNE형태로 항공권 번호 내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항공권 번호 재 전송
ABACUS PNR HISTORY 상에는 항공권 번호 전송 기록이 있으나 항공사 PNR 상에는 해당 발권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TKT 번호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재 전송을 진행할 수 있다.
3TKNE/S1/C1/T2-1.1
① ② ③ ④
① PNR상의 구간번호
② ETR상의 Coupon 번호
③ *T 상의 항목번호
④ 발권된 승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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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KNE로 입력된 내용을 PNR HISTOR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사 PNR을 재 조회하여 항공권 번호 전송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유의사항 및 기타 지시어
- 발권된 항공권 번호가 *T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 전송 가능하다.
- 실제 발권된 항공권 정보와 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다.
- 항공사마다 항공권 번호 재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CARRIER YY DOES NOT ALLOWED TKT
RESEND”라는 오류응답 시 해당 항공사로 개별 CTC 해야 한다.
연속된 복수 여정인 경우

3TKNE/S1-3/C1-3/T3-2.1

비연속된 복수 여정인 경우

3TKNE/S1$3/C1$3/T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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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항공권 발행
3.1 FAREX 발권
FAREX 운임의 경우 자동운임계산 이후에 FARE RECORD상에 TOUR CODE와 ENDS항목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발권진행 시 지불수단만 추가 입력하면 된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BX, BR, PR, TG는 정규 운임을 7C와 JL은 일부 특가를 FAREX 운임으로 발권한다.
단계

내용

지시어

1

FAREX 자동운임계산(YY:항공사코드)

WPAYY

2

운임의 선택

WTFR

3

PNR 저장

ER

4

자동운임내역 확인(TOUR CODE/NET AMOUNT /ENDS)

**W

5

발권진행(항공사/지불수단/발권수수료)

W#T#ABX#FCASH#KP0

[FAREX 자동운임계산 진행]

☞ 자동운임계산 진행 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TOUR CODE/NET AMOUNT(판매금액)/ENDS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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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를 활용한 발권진행]

☞ 발권 진행 시 발권항공사/지불수단/발권수수료만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FAREX 발권 항공권]

☞ FAREX로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 조회 시 FCI:6이라는 항목을 통해 [Negotiated Fare-Auto]로 발행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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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체발권(Group Inclusive Tour)
(1) 단체예약 조회
단체 예약방법 중 GROUP REQUEST나 GROUP CLAIM이 완료된 항공사의 단체 PNR 조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항공사 코드 지정

*-C/OZ

항공사 코드 및 그룹 코드 지정

*-C/OZ/ABC

구간 및 항공사 지정

*ICNBKK-C/OZ

편명 및 일자, 그룹코드 지정

*OZ741/25DEC-ABC

※G
 RP REQUEST나 GRP CLAIM이 완료된 모든 항공사의 PNR은 QUEUE 12번에도 자동으로 전송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 발권을 진행하기 전 승객이름을 항상 정확하게 확인 후 발권하는 것이 좋으며, OZ의 경우 항공사 예약번호상에 J-KEY를
이용하여 OZ 항공사 PNR상의 이름으로 대조, 확인한다.

(2) 승객유형의 변경
- 단체의 경우 성인 승객이 GIT로 변경되어 있어야 소아(CNN)와 유아(INF)가 단체운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 소아나 유아의 경우 나이입력은 개인 승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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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시어

전체 승객을 성인 단체(GIT)유형으로 입력

PDTGIT-0

승객 중 5번과 8번을 소아유형으로 입력

PDTCNN-5$8

승객 중 무임항공권(TOUR CONDUCTOR) 유형으로 지정입력

PDTTUR-11.1

승객유형 확인

PD

☞ 승객유형의 종류대로 적절한 운임종류가 계산되어 있는지 발권 전에 확인한다.

(3) 단체항공권 발권절차
단계

내용

지시어

1

승객유형의 변경

PDTGIT-0
PDTCNN-5$10

2

PNR 저장

ER

3

자동운임계산

WP 혹은 WPAOZ

4

운임선택

WTFR 혹은 WTFR1/5

5

PNR 저장

ER

6

승객유형별 발권진행

W#T1N2-4/6-9#AOZ#F*CN9410111122223333/1020#KP0
W#T2N5/10#AOZ#F*CN9410111122223333/1020#K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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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T발권과 BT발권
일부 항공사의 경우 공시운임의 SHOWN FARE 금액을 정책적으로 항공권상에 표기하지 않고 발권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발권방식을 IT발권 혹은 BT발권이라고 한다.
해당 항공사가 IT/BT 발권의 승객유형을 시스템상에 자동운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객유형 변경한
후 자동운임계산 과정을 진행한 후 발권을 진행하면 되는데, 현재 BA의 경우 ITX 승객유형으로 IT발권을, DL의
경우 JCB 승객유형으로 BT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자동운임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운임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IT/BT용 승객유형(PDT) 변경은 불 필요하며, FARE RECORD상에 W#I#UX*TOUR CODE(IT발권) 혹은
W#I#UB*TOUR CODE(BT발권) 등으로 IT/BT CODE를 미리 입력한 뒤 자동발권 시 다시 한번 UX*TOUR CODE와
UB*TOUR CODE를 중복 입력하여 진행해야 한다.

(1) BA의 IT발권절차(자동운임계산, MASK 발권 가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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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시어

1

승객유형의 변경(ITX)

PDTITX-1

2

승객유형의 확인

PD

3

자동운임계산 - Corporate ID(ABA88)

WPABA#IABA88

4

운임의 선택

WTFR

5

PNR 저장

ER

6

저장운임 조회

**W

7

발권진행
*IT발권 시 UX*TOUR CODE 추가로 입력*

W#T#ABA#FCASH#KP3#UX*ITX12345

[BA의 IT 발권 자동운임계산]

☞ 승객유형 변경 후 자동운임계산 진행이 가능하며, 계산된 운임상에 공시운임이 IT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과 자동으로 등록된
IT TOUR CODE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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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의 IT발권 MASK활용]

☞ 자동운임으로 ITX 승객유형 운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와 같이 [IT발권]이라는 옵션에 체크를 해야
정상적인 IT발권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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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의 IT발권 항공권]

☞ 발권된 항공권 상에도 공시운임과 FARE CALCULATION 부분에서 IT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DL의 단체 BT발권절차 (지시어를 이용한 발권*MASK 사용 불가 시)
단계

내용

지시어

1

DL로부터 CLAIM 대상 항공사 PNR 확인

@QDL/*DLABCD

2

해당 PNR을 CLAIM 처리함

@QDL/CLM

3

CLAIM된 DL의 ABACUS PNR 조회

*ABCDEF

4

승객유형의 변경

PDTGIT-0

5

자동운임계산
(좌석확약시점의 운임으로 자동계산진행)

WPB01MAY15

6

운임의 선택

WTFR

7

PNR 저장

ER

8

저장운임 조회

**W

9

FARE RECORD상에 BT CODE입력

W#I#UB*BTX12345

10

발권진행
*BT발권 시 UB*TOUR CODE 추가로 입력*

W#T#ABA#FCASH#KP3#UB*BTX12345

☞ 수동운임계산을 통해 FARE RECORD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공시운임 값을 먼저 입력한 뒤 W#I#UB*BTX12345와 같이 BT
CODE 입력한 후 발권 시 다시 한번 UB*TOUR CODE 입력해야 BT 발권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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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SN(PASSIVE SEGMENT NOTOFICATION) 정책과 OZ UP-GRADE 발권
(1) PSN(Passive Segment Notification)이란?
발권용 Passive Segment로 작성되는 GK, GL등의 예약코드의 경우 원래는 항공사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PSN 기능에 가입한 항공사의 경우 GK, GL 구간 작성 시에 해당 여정의 생성 및 취소여부가
전송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 반영됨으로써 GK SEG(Ghost Segment)로 작성된 PNR의 내용이 실제로 해당
항공사에 생성된 예약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GK SEG에 대해 “NO”라는 응답코드를 전송하게 되어
발권진행이 불가하게 된다.

(2) PSN 가입유형과 GK SEG 작성
구분

가입 항공사

내용

OPTION-A

AI, AO, BA, BR, CO, EK, GF, MI, NZ, PR, QF,
QR, SQ, SV, VS, US, KE, OZ, 9W, GE, JL,
JO, NU, JC, TG, AF

예약생성/ TICKET NUMBER 업데이트(TKNE)
시 TTY MSG 전송됨

OPTION-B

TK, CI, KL, TP, CA, CZ, FM, EY, LY, MU, HU,
AE, AY, UL, CX

예약생성/ TICKET NUMBER 업데이트(TKNE)
/ 예약취소 시 TTY MSG 전송됨

1) OPTION 유형별 차이점
① OPTION-A:“GK”PNR 작성이 한번만 가능하며“GK”PNR을 취소하더라도 재 작성이 불가함.
② OPTION-B:“GK”PNR을 취소하면 해당 항공사로 TTY MSG 전송이 진행되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Passive PNR 작성이 가능함.

2) GK SEG 작성이 불가한 경우
① 실제 항공사에 예약된 PNR DATA와 아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NAME SPELLING
-BOOKING CLASS
-구간 개수
-승객 명수
② 실제 PNR 예약기록으로 동일한 내용의 GK SEG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
(타 여행사/타 GDS 포함)
③ 동일 여행사에 이미 실제 예약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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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Z I-CLASS UP-GRADE 발권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승객들이 일반석(ECONOMY) 항공권을 구매하고 본인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UP-GRADE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탑승하는 CLASS는 BUSINESS
인 I-CLASS로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이 되는 항공권 발권은 ECONOMY인 M-CLASS로 발권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OZ의 경우 PSN정책 중 OPTIOAN-A 가입 중이며 실제로 항공사 예약이 작성된 조건과 동일한 여정에 한해서만
GK SEG를 1회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실제 탑승을 위한 CLASS와 발권을 위한 CLASS가 상이한 사례에
대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1) OZ I-CLASS UP-GRADE 예약/발권절차
*왕복여정 일반석 M-CLASS 발권 후 UP-GRADE 조건*
[방법1]
절차

내용

결과

1

OZ I-CLASS로 HK 예약을 진행한다.

OZ I-CLASS에 대한 TL 생성됨

2

일반석 항 공 권 발권 을 위해 이중 예약으 로
M-CLASS를 동일 일자에 HK 예약으로 작성한다.

OZ M-CLASS에 대한 TL 생성됨

3

M-CLASS 조건에 맞는 운임으로 자동계산 후
항공권을 발권한다.

OZ M-CLASS에 대한 TL 삭제됨 - 항공권 번호
자동링크

4

발권완료 후 M-CLASS 좌석예약을 취소한다.

OZ M-CLASS에 대한 항공권 번호 링크 삭제됨 OZ I-CLASS에 대한 TL 유지됨

5

OZ 예약센터를 통해 I-CLASS에 대한 TL 삭제를
위해 M-CLASS로 발권된 항공권 번호 링크를
요청함

OZ I-CLASS에 대한 TL 삭제됨

[방법2]
절차

내용

결과

1

OZ I-CLASS로 HK 예약을 진행한다.

OZ I-CLASS에 대한 TL 생성됨

2

일반석 항공권 발권을 위해 M-CL A SS를 GK
SEG로 작성한 후 PNR을 저장한다.

0OZ102M10OCTICNNRTGK2*ABCDEF
0OZ105M13OCTNRTICNGK2*ABCDEF

3

OZ PSN 정책 제한으로 인해 GK가 NO로 변경됨

1 OZ102 M 10OCT ICNNRT NO2
2 OZ105 M 13OCT NRTICN NO2

4

해당 구간을 다시 GK로 변경한다.*일시적으로 GK
상태가 유지됨

.1GK*ABCDEF
.2GK*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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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LASS 조건으로 항공권을 발권한다.

OZ I-CLASS에 대한 TL 유지됨

6

Oz 예약센터를 통해 I-CLASS에 대한 TL삭제를
위해 M-CLASS로 발권된 항공권 번호 링크를
요청함

OZ I-CLASS에 대한 TL 삭제됨

[그림 1] ECONOMY(Y)와 BUSINESS(I) CLASS 이중예약 상태에서의 발권 TL 변화

☞ 항공사 예약번호 조회화면에서 I-CLASS 구간은 S2이고, Y-CLASS 구간은 S3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권된
항공권으로 인해 TL이 삭제된 것은 S3, 즉 Y-CLASS로 작성된 구간에 대해서만 TKNE가 전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CLASS 구간인 S2에 대해서는 “OPC” 즉, TL(TICKET TIME LIMIT) 항목이 살아있으므로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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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이중 예약을 허용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이중예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를 부가하지 않는다.
- OZ I CLASS에 대한 TL 삭제가 진행된 이후라도 기존 예약을 수정하게 되면 새로운 TL이 생성되기 때문에 PNR
변화를 확인해야 하며 TL이 생성된 경우 OZ 예약센터를 통해 항공권 번호 링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 이중예약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 발권하고자 하는 OZ M CLASS 좌석의 확약이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석 항공권에 대한 HK 발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M CLASS 좌석을 확약 받거나 GK 구간 작성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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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권내역관리
4.1 VOID(판매취소)
(1) VOID란
발권한 이후에 승객이 판매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혹은 발권자의 실수로 발권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권의
판매내역을 취소하는 기능을 말한다.

(2) 유의 사항
① 판매취소(VOID)는 해당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만 허용된다.
② VOID 처리 후 해당 ETR 내의 Coupon Status가 OPEN에서 VOID로 변경된다.
③ 전자항공권(ET)을 발행하는 시점에도 해당 항공사가 ET규정을 검증하고 발권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는 것처럼
VOID의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서 VOID에 대한 승인번호를 전송한다. 이것을 ESAC(Electronic Settlement
Authorization Code)이라고 하며, ETR 내에 생성된다.

(3) VOID 절차
① PNR에서 TICKETING FIELD를 조회한 후 VOID하고자 하는 항목번호를 지정하여 VOID를 지시하거나 또는
ETR을 상세 조회한 후 VOID를 진행할 수 있다.
② VOID 작업 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VOID를 지시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VOID
지시어를 2번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재 확인 문구를 전송한다.
*ABCDEF → *T → WV2 → WV2
*ABCDEF → *T → WETR*2 → WETRV → WETRV
*ABCDEF → WETR*T6184302720036 → WETRV → WETRV

☞ VOID 작업에 대한 재 확인을 위해 동일한 지시어를 2번 치도록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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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처리 오류 응답]

☞ 발권 당일이 아닌 경우에 VOID를 시도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하다.

(4) VOID 작업의 확인
① TICKETING FIELD의 확인
*T

☞ 2번 항목을 지정하여 VOID 처리한 후 해당하는 항공권 번호가 VOID되었음을 TV로 표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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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TR의 확인

☞ Coupon Status가 OPEN에서 VOID로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고, ETR 하단에 ESAC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MANUAL VOID 절차
항공권 발권 시 오류로 인해 TICKETING FIELD(*T)상에 항공권 번호가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 사용자가
VOID를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순서

내용

지시어

1

PNR 조회

*ABCDEF

2

TKT 번호를 이용한 ETR 조회

WETR*T9881234567890

3

ETR VOID 실행

WETRV → WETRV (2번 입력)

4

ETR Coupon Status 재확인

WETR*T9881234567890

(6) VOID 항공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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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정 VOID 조회

WV*DT10APR

기간 지정 VOID 조회

WV*DT01APR-10APR

발권 항공사(Validating Carrier)의 NUMERIC CODE
지정 조회

WV*VC988
WV*VC988/DT10APR

당월 전체 VOID 조회

WV*

전월 전체 VOID 조회

WV*1

STOCK번호(10자리) 범위지정 VOID 조회

WV*TK9040908100-9040908200

점소(PCC)별 지정 VOID 조회

WV*DT10APR/Z0F8

구분

항목

내용

①

9889041545500

항공권 번호(13자리)

②

TEST/P

승객이름

③

UJTLBC

발권된 PNR

④

Z0F8*AED

점소코드(PCC)와 AGENT SIGN 코드

⑤

1803/14APR

VOID 진행시간 및 일자

⑥

*E
(BLANK)E
(BLANK)EMD
*(BLANK)

*는 CASH, (BLANK)는 CC를 의미.
E는 E-TKT, EMD는 EMD를 의미.
*(BLANK)의 경우 SYSTEM VOID 건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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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FUND(환불)
(1) REFUND란
발권한 승객이 판매일 익일 이후에 판매된 항공권에 대해 사용을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할 때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불과정을 GDS 절차만으로 완료하고 BSP 측으로 자동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AUTO
REFUND와 시스템 AUTO REFUND가 불가한 CASE에 대해서 별도의 BSP LINK 사이트를 통해 환불 항공권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동 보고해야 하는 MANUAL REFUND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MANUAL REFUND의 경우 BSP보고 절차는 별도의 양식으로 진행하고 ETR 상의 항공권 Coupon
Status는 환불 상태로 변경해 주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2) 유의 사항
① 환 불 작 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항공권(ETR)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 로 별도의 RE A(Refund
Authorization) 양식을 발행하거나 미리보기 할 수 있다.
② VOID와 마찬가지로 해당 항공사가 환불에 대한 행위도 승인번호를 전송하게 되고, 따라서 ETR 내에
ESAC(Electronic Settlement Authorization Code)이 생성된다.
③ 환불 처리된 ETR의 Coupon Status는 OPEN에서 RFND로 변경된다.

(3) AUTO REFUND 절차
① TICKETING FIELD 조회 후 J-KEY상에 설정된 메뉴를 이용하여 AUTO REFUND MASK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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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권된 항공권 번호와 승객명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승객이 복수인 경우 승객번호를 지정한 후
[환불시작]을 선택한다. TAX만 환불하는 경우 [환불유형]을 수정한다.

③ 해당 항공권의 환불대상 여정을 선택하고 환불내역에서 수수료 등을 입력한 뒤 하단에 [환불]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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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①

항공권 번호와 승객번호를 지정한다.(승객이 한 명인 경우 승객번호 생략가능)

②

여정 중에 환불대상 구간을 확인한다.

③

환불처리 될 항공운임과 TAX를 확인하고 공제해야 할 환불수수료 금액을 입력한다.

④

환불 수수료에 대한 WAIVER CODE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⑤

환불 버튼을 실행

④ 환불진행 여부를 재확인 한 후 [예]를 선택하면 환불처리완료

☞ E-TKT 항공권의 환불 전체내역의 조회는 DQB*RF로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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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NR의 TICKETING FIELD를 이용한 ETR Coupon Status 확인

☞ AUTO REFUND 처리가 된 경우 TICKETING FIELD 상에 TR이라는 코드가 표시되며, AT(AUTO)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ETR 상의 Coupon Status도 RFND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MANUAL REFUND 절차
TICKETING FIELD를 조회한 후 환불하고자 하는 항목의 ETR를 지정하여 지시어를 입력하거나 ETR을 직접 조회
후 진행할 수 있다. 환불처리 여부는 ETR 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MANUAL 환불의 경우 해당 ETR의 Coupon을
환불(RFND)로 변경해 주는 작업을 진행한 후 BSP LINK를 통해 환불내역 보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T → WETRR2

TICKETING FIELD 상에서 MANUAL RFND 처리

*T → WETR*2 → WETRR

ETR 조회 후 MANUAL RFND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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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 직접 조회 후 OPEN이었던 Coupon Status를 RFND로 처리해 주는 작업이다.

☞ 환불처리가 완료된 ETR의 경우 Coupon Status 코드가 RFND로 변경되고 ESAC 코드가 발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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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O REFUND 불가 CASE와 CANCEL REFUND(환불취소)
가) AUTO REFUND 불가 CASE(2015년 3월 기준)
▶ SOTO 부분환불
▶ 역순사용 항공권
▶ 전제 환불 중 일부 TAX 환불
▶ 환불 페널티가 CC보다 큰 경우
▶ 발행일 기준 13개월 지난 항공권

나) CANCEL REFUND(환불취소)
AUTO REFUND를 진행하는 항공사 중에서 환불이 진행된 당일에 한해 환불취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MASK를 통해 AUTO REFUND가 이미 진행된 항공권을 환불 취소하여 Coupon Status를 다시
OPEN으로 복구시킬 수 있다.

☞ ①의 경우 각 항공사의 기능 가입에 따라 CANCEL REFUND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MASK를 이용하여 요청하면 지시어로
즉시 환불취소가 진행된다. (WTRX9881234567890) ②의 경우 CANCEL REFUND를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의 AUTO
REFUND 건을 BSP 자료로 전송되지 않도록 ABACUS에서 수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이다. 이 경우 해당 환불 항공권의 ETR
Coupon Status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항공사와 개별적으로 CTC하여 Coupon Status 변경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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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AILY SALES REPORT
(1) 기본 형태 조회
해당 점소에서 발권된 모든 내역을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자항공권인 ET 발권 내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VOID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불 내역과 환불 취소내역도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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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B*

당일 발권내역 조회(판매 및 VOID)

DQB*RF

당일 환불내역 조회

구분

항목

내용

①

PNR-HMBMHA

발권된 PNR 예약번호

②

LEE/JISOONMSTR

발권 승객이름

③

9885265950800

항공권 번호(13자리)

④

G0, G3, 3

발권수수료(G3-Gross 3%, 3- Net 3%징수)

⑤

AJU 1312

AGENT SINE(AJU) 코드와 발권신간 1312

⑥

CA

지불수단(CA-CASH, CC-카드)

⑦

1191600 또는 1191600NR

TAX 포함된 지불금액(NR은 DC 적용발권)

⑧

V/E

V- VOID(판매취소) / E- EXCHANGE(재발행)

⑨

CANCELED

REFUND(환불) 처리가 취소된 경우

(2) 추가기능
DQB*20JUL

특정일 지정 발권내역 조회

DQB*RF/JUL

특정월 지정 AUTO REFUND 조회

DQB*RF/JUL-SEP

특정기간 지정 AUTO REFUND 조회

DQB*RF#AOZ

특정 항공사 지정 AUTO REFUND 조회

DQB*REA

REA 발행내역 조회(환불/재발행)

DQB*20JUL/REA

특정일 지정 REA 발행내역 조회

DQB*SF

TASF 발행내역 조회

MK*XB

당일 TASF 카드승인 내역조회

MK*ALL#XB

1개월간 TASF 카드승인 내역조회

☞ 자동으로 REA를 발행하는 AUTO REFUND와 재발행의 경우 발행내역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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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항공권 통합관리 MASK의 활용
4번 MASK의 항공권 통합관리를 이용하여 발권/환불내역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각종 문서의 확인/
출력/전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 발권정보 검색(조회)

구분

항목

내용

①

유형 - 발권/환불

발권유형에서는 일반 TIKCET, REISSUE, VOID 선택가능

②

범주 - ID/PCC/IATA

본인 화면 ID/ 점소(PCC)/ IATA번호- 여행사 전체

③

기간

조회기간 설정

④

지불수단- 카드/현금/혼합 등

지불수단 설정

⑤

지정검색-TKT/PNR 등

특정 항공권 번호나 PNR을 지정 검색하는 경우 사용

⑥

ALL/TK/RE/VO

조회결과 중에 전체(ALL)/일반TICKET(TK)/재발행(RE)/
판매취소(VO)에 해당되는 건수를 표시해 줌

☞ 검색 옵션을 모두 선택한 후 상단 우측에 <조회>를 선택하면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항공권 정보가 최근 발권일자 순서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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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CUMENT 미리보기 및 전송

☞ 검색된 항공권 정보 중 사용자가 ① 특정 항공권을 선택한 후, 필요한 각종 증빙(DOCUMENT)의 ②유형을 선택하고 난
뒤 ③보기(미리보기) 및 ④전송의 옵션을 이용하여 증빙자료를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검색된 발권정보 자료를
<엑셀저장> 기능으로 PC에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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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MS(Unified Messaging System)의 이해
- UMS(Unified Messaging System)란 전자 항공권 발행 및 환불/재발행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빙문서를
별도로 Abacus WEB 서버에 통합 보관하여 여행사에서는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조회/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인쇄 및 메일전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합 자료보관 솔루션입니다.
- 제공하는 증빙문서로는 항공권 발권내역뿐만 아니라 ITR, Agent Coupon, REA, REN, 영수증(RECEIPT) 등이
있으며 UMS에서는 발권일로부터 5년간 해당 자료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 제 공 서비스로는 ITR/여정표 발송/문자(SMS) 전송/통합전송결과/항공권 통합관리/TASF 통합관리/EMD
통합관리 등이 있다.

(1) 각종 증빙(DOCUMENT)의 인쇄출력
발권, 환불, 재발행 등의 작업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증빙(DOCUMENT)은 기본적으로 MYABACUS에서 관리하는
UMS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상시 조회 및 출력, 전송 등이 가능하다.
단, 특정 시점에 정상적으로 인쇄문서가 출력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1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L/I STATUS → RL/I
[인쇄 출력관련 기능]
RL/I STATUS

인쇄문서 대기상태 확인

RL/I

인쇄 대기중인 문서 강제출력

RL/I REMOVE

인쇄 대기중인 다음문서 삭제

☞1
 차 조치 이후에도 정상 출력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HELP DESK(1588-8444)를 통해 추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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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UMS 기능의 활용
1) ITR/여정표
항공예약이 완성된 PNR이거나 항공권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의 경우 승객에게 제공하는 여정표나ITR(Passenger
Itinerary & Receipt)을 발송 시 사용한다. PNR이 조회되어 있는 상태에서 ITR UMS를 실행하는 경우 항공권
번호 및 승객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해주고 있으며, PNR이 조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공권 번호를 이용하여
발송이 가능하다.

구분

내용

①

TAB을 이용하여 ITR/여정표/INVOICE/TRIP-CASE 여정표 중에서 선택

②

ITR 발송 시 포함유형 선택. 기본적으로 ITR은 공시운임 정보만 제공되나 <판매금액 표기> 옵션을 선택 시
승객에게 실제 판매금액 정보가 제공됨

③

ITR과 함께 발송될 영수증 유형 선택

④

PNR상에 존재하는 항공권 번호와 승객명 자동 불러오기

⑤

발송할 수신자 이름,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 기재

⑥

발송할 송신자 정보 수정 및 드리는 말씀 추가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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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항공권 발행의 실제

2) UMS 전송결과

ITR 및 영수증 등의 발송결과를 보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수신자 정보 및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발송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재 발송을 진행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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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전송형태(EMAIL, FAX,SMS, MMS) 선택

②

조회할 범위대상 선택(ID:내가 사용하는 화면 ID 기준)

③

조회할 기간지정

④

발송된 증빙형태 지정(ITR, EMD 발행확인서, 현금영수증 외)

⑤

조회 조건을 모두 지정한 후 조회 버튼을 선택

3) TASF 통합관리

여행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예약발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선택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TASF(Travel Agent
Service Fee)라고 한다. TASF에 대한 증빙을 발행한 결과를 TASF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EMD 통합관리

EMD-S와 EMD-A 그리고 REFUNDABLE BALANCE EMD 등의 발행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EMD와 연계된
항공권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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