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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계산의 개요

1. 구간 공시운임 조회(FARE QUOTATION)
1.1 구간운임 조회
(1) 기본 형태
두 구간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공시운임을 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조회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조회한 해당일을 기준으로 운임이 조회된다.
FQ SELHKG
①

②

① 구간 공시운임조회 기본 지시어(Fare Quotation)
② 조회대상 도시코드(출발지-목적지)
*복수 공항의 경우 실제 탑승할 공항을 지정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1) 기본 응답정보 1 (Standard Header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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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①

SEL-HKG

운임조회 지정구간

②

SHOP

복수 항공사 운임이 조회되어 있음을 의미

③

MON 10MAR14

운임조회 기준일과 요일(MON),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조회 당일 기준으로 조회됨

④

KRW

운임 조회 화폐단위(=출발지 국가 화폐단위)

⑤

CZ 0/0/1

해당 항공사 항공편 운항횟수 (Non-Stop/Direct/Connection Flight)

2) 기본 응답정보 2 (General Fare Information)

➊

구분

➋

항목

➌

➍

내용

①

**

등록된 모든 운임이 조회됨을 의미(IATA Fare-YY, CARRIER Fare-2 Letter Code)

②

EH

조회운임에 적용된 방향지표(Global Indicator)

③

10MAR14

운임 조회 기준일

④

MPM 1554

조회 구간에 설정된 최대허용거리(Maximum Permitted Mileage)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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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운임정보 1

가) 운임제공사(Vendor Code Indicator) : 1글자로 표시된다.
① . = SITA(Societe International De Tele-Communications Aeronautigues)
② Blank = ATPCO(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③ F = 항공사 자체 운임시스템(Fare Management System)

나) 개별운임 판매구분(Negotiated Fare Indicator): 1글자로 표시된다.
① @ = 일반적인 개별운임, 일정 기준의 조건을 가진 여행사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개별운임
④ * = 특정 상용 여행사나 상용기업체 코드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개별운임
⑤ Blank = 개별운임(Private Fare)이 아닌 일반공시운임(Published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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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운임정보 2

➊

구분

➋ ➌

➍

➎

항목

➏

➐

➑

내용

①

FARE BASIS

운임 종류 코드. 각 항공사별로 설정함

②

AP

Advanced Purchase 사전구입조건 규정

③

FARE-OW

편도운임

④

FARE-RT

왕복운임

⑤

CX

Carrier Code

⑥

BK

사용 가능한 Booking Class

⑦

SEASON

운임사용 가능기간

⑧

MINMAX

최소체류기간/최대체류기간 설정여부

☞ 조회된 결과를 통해 사용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적용 가능한 공시운임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운임 종류에 따른
탑승Class 및 기본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된 운임의 종류는 낮은 운임에서 높은 운임의 순서로 조회되며 여정의 형태 및 사용 가능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운임을 선택해야 한다.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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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두 기 ♣

1. 운항방식에 따른 항공편 분류
① Non-Stop Flight：두 구간을 운항할 때 경유지가 없는 경우의 직항편
② Direct Flight：두 구간을 운항할 때 경유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항함으로써
승객이 갈아타지 않는 경우의 항공편
③ Connection Flight：두 구간을 운항할 때 경유지가 존재하며, 항공사 및 항공편이 변경됨으로써
승객이 갈아타야 하는 경우의 항공편
2. IATA Fare와 Carrier Fare
공시운임을 등록하는 경우 각 항공사는 자신들이 사용할 운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항공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운임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운임을 IATA FARE 혹은 YY
FARE라고 한다. 반면에 특정 항공사가 자신들만의 고유 운임코드와 고유의 규정 등을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운임은 그 항공사만의 CARRIER FARE라고 한다.			
어떤 공시운임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항공사의 선택이며, 사용할 운임을 선택하여
IATA에 승인을 받고 또한 운임정보 제공사인 Vendor 사에 등록하게 된다.
3. 운임정보 제공사(Vendor)란?
IATA의 승인을 거친 운임정보를 각 항공사들이 Vendor사에 등록함으로써 항공사의 공시운임정보 및
규정자료를 보관하고, 이 자료를 CRS/GDS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별
공시운임을 조회할 수 있게된다. 현재 주요 Vendor사로는 SITA(Societe International De Telecommunications Aeronautiques)와 ATPCO(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가 있으며
ATPCO는 주로 미주지역 운임에 대한 정보를 등록, 제공하고 있다.
4. Published Fare와 Private Fare
대부분의 Published Fare 등록 시 항공사들은 기본적인 항공운임의 제한사항(Endorsement)을
운임정보 상에 Filling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할인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Private
Fare의 경우 ENDS와 함께 TOUR CODE까지 운임정보 상에 자동 등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공시운임 조회 시 운임 규정 중 Category 18.TICKET ENDORSEMENT과 Category 35.NEGOTIATED
FAR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Published Fare의 경우 추가적인 할인 제공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과
TOUR CODE 등을 발권자가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Private Fare의 경우 이러한 항목들이 PNR
자동운임계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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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조건의 지정
1) 발권 항공사 지정
항공권을 발행하는 발권 항공사를 기준으로 운임을 조회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통 SEL을 기준으로 OUT-BOUND
항공사를 발권 항공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항공사가 아닌 IATA Fare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YY로
지정할 수 있다.
지시어

Format

FQSELHKG-OZ

FQ<출발지><도착지> - <항공사>

FQSELHKG-OZ-CX

FQ<출발지><도착지> - <항공사> - <항공사>

※ 지정항공사는 복수로 최대 32개까지 지정가능.

☞ 지정된 두 항공사의 Carrier Code가 운임정보 상에 등록되어 있다.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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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로 항공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에 등록되어 있는 IATA Fare를 조회할 수 있다.

2) 출발일자 지정
항공운임은 기본적으로 전체 여정 중 국제선 첫 여정의 출발일을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한다. 따라서, 운임 조회 시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항공운임을 확인해야 한다.
지시어
FQSELTPE10DEC-OZ

Format
FQ<출발지><도착지><출발일> - <항공사>

☞ 출발일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운임이 등록된 SEASON을 기준으로 설정된 운임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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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객 유형 (Passenger Type Code) 지정
일반적인 항공운임의 조회는 성인(ADT)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다른 승객유형의 운임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승객유형코드(PTC)를 이용한다.
지시어

Format

FQSELTYO#PCNN-NH

FQ<출발지><도착지>#P<소아> - <항공사>

FQSELTYO#PADT/INF-NH

FQ<출발지><도착지>#P<성인>/<유아> - <항공사>

FQSELTYO-NH#PADT/INF

승객유형 지정 옵션은 항공사 코드 뒤로 이동할 수 있다.

☞ 소아 승객(CNN)유형을 지정한 경우 조회된 운임에는 각각의 FARE BASIS뒤에 /CH25라는 TICKET DESIGNATOR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Passenger Type Code (PTC)의 종류
ADT

Adult (어른)

GIT

Group Inclusive Tour (그룹)

CNN

Child (소아)

SEA

Seaman (선원)

INF

Infant (유아)

STU

Student (학생)

EMI

Emigrant (이민)

YTH

Youth (청소년)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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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MP

Adult with Companion(허니문)
Companion (허니문 동반자)

MIL

Military (군인)

AGT
PRO

Agent (대리점)
Promotion Fare

VAC
VNN

Visit Another Country (어른-VUSA)
Visit Another Country Child (소아-VUSA)

※ 승객유형 코드는 노선에 따라, 항공사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미주 국내선의 경우
유아(INF)는 무료로 운송된다.

4) 화폐단위 지정
항공운임은 조회하는 구간 중 출발지국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조회되나 이것을 중립화폐단위인 NUC나
혹은 다른 국가 화폐단위로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다.
지시어

Format

FQSELSIN10SEP/USD

FQ<출발지><도착지><출발일> / <화폐단위코드>

FQSELSIN10SEP-OZ/NUC

FQ<출발지><도착지><출발일> - <항공사> / <화폐단위코드>

① 조회된 운임의 화폐단위가 NUC로 변환되었음을 표시
② 출발지 국가 화폐단위인 KRW와 NUC 간의 변환을 위해 적용된 ROE값 공지
③ NUC로 변환된 공시운임 값
☞ NUC로 변환된 공시운임 값은 구간별 공시운임 값을 이용하여 여정의 운임을 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에서
구간별 운임구성여부를 설명하는 Fare Calculation 항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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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NR상의 구간(Segment) 지정
순서
1단계

2단계

지시어

Format

1 OZ 723M 10JAN 7 ICNHKG GK1 1945 2230 /E
2 OZ 724M 30JAN 6 HKGICN GK1 0030 0505 /E

여정 작성

FQS1
FQS1/2

구간지정

FQS1#GRP 혹은 FQS1/2#GRP#VN

단체운임 및 항공사지정

FQS1/2#ALL

모든 승객유형 지정

☞ PNR상의 여정으로 작성된 구간(SEG) 번호를 이용하여 구간 공시운임을 조회한 결과이다.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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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약 가능편(Availability) 지정
순서

지시어

1단계

A20APRSELSIN#OZ
1OZ/SQ 6781 C4 D0 Y4 B4 M4 Q4 ICNSIN 0900 1420
2OZ 751 C4 D4 Z4 J4 Y4 B4*ICNSIN 1600 2130
M4 H4 E4 Q4 L4 K4 V4 S4

일반좌석 조회
(G.S.A.)

2단계

FQL1

FQL<Line 번호>

☞ Availability 상의 항공편 항목번호를 지정하여 구간 공시운임을 조회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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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7) 기타조건 지정
내용

지시어

모든 승객유형(ALL) 운임

FQSELTYOALL

Rule Validation을 무시한 모든 운임

FQSELTYO#VN

OW 운임
1/2 RT 운임

FQSELMNL#OW
FQSELSYD#HR

방향지표 지정(TS)

FQSELPAR.TS

과거 운임(현재기준 2년 이내) 조회
*발권일/출발일 지정필수

FQ15MAY14SELLAX25MAY14-UA
발권일
출발일

출발일/Return Date 지정

FQSELPAR14SEP#R20SEP

Booking Class 지정

FQSELFRA01MAR#BM-LH

Fare Bsis 지정

FQSELAMS01MAR#QBLEE6MK-KL

발행지 지정

FQSELTYO//TYO

Published Fare 지정

FQSELLAX01MAR-OZ#PL

Private Fare 지정

FQSELLAX01MAR-OZ#PV

상용운임 조회 - Account Code : 0428ABA

FQSELPAR20DEC-AF#AC*0428ABA

상용운임 조회 - Corporate ID : ABC88

FQSELPAR20DEC-AF#UIABC88

■ 복수조건 지정의 예
FQSELFRA.TS10DEC/NUC#PGIT#HR-OZ
※ 조건 입력 순서: 방향지표 (•) → 날짜 → ALL → / → # → -

8) 연속 재 조회
내용

지시어

가장 최근 구간운임 재 조회

FQ*

항공사 지정 재 조회

FQ*-SQ

Return 운임 지정 재 조회

FQ*R

운임 지정 재 조회
(NL:Normal Fare,EX:Special Fare)

FQ*NL

개별운임 지정 재조회(PV : Private Fare, PL : Published Fare)

FQ*#PV

출발일 지정 재 조회

FQ*28NOV

모든 승객유형 지정 재 조회

FQ*ALL

모든 항공사 지정 재 조회

FQ*-**

도착 도시 지정 재 조회

FQ*ASIN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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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시 지정 재 조회

FQ*DTYO

Return 날짜 지정 재 조회

FQ*#R25MAY

Booking Class 지정 재 조회

FQ*#BY

특정 Fare Basis 지정 재 조회

FQ*#QMHWEE1M

특정 통화 지정 재 조회

FQ*/USD

발행지 지정 재 조회

FQ*//TPE

1.2 운임규정과 ROUTING 조회
(1) 운임규정 조회(Rule Display)
구간 공시운임 조회 후 해당 운임의 규정을 상세 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한다.
내용
특정운임(1) 지정 규정조회

RD1

특정운임 지정 Category Menu 조회

RD1*M

특정운임 지정 조회 이후 특정 Category 지정조회

RD*5

특정운임 지정 조회 이후 복수 Category 동시조회

RD*5/7/10

특정운임(2)과 복수 Category 동시조회

RD2*5/7/12

가장 최근 조회된 특정 Category화면 재 조회

RD*

가장 최근 조회된 특정운임의 전체규정 재 조회

RD**

☞ 운임규정의 Category 전체를 포함한 메뉴 조회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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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어

☞ 1번 운임의 Category 중 5번, 8번, 16번 항목을 동시에 지정한 결과이다.
※ Page 이동: 조회결과 우측 하단/상단에 #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화면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다.

MD

Move Down (다음 Page)

MB

Move Bottom ( 마지막 Page )

MU

Move Up (앞 Page)

MT

Move Top ( 첫 Page )

(2) Routing 조회
구간 공시운임상에 설정되어 있는 RTG(ROUTING) 값을 조회함으로써 거리제도와 ROUTING 제도 적용여부 등을
감안할 수 있으며 특정운임 상에 설정된 Routing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지시어

특정운임의 RTG 조회

RD1*RTG

구간운임 조회 화면에서 Page 이동하여 조회

MB 로 이동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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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운임 정보 우측에 있는 RTG 번호상에 설정되어 있는 RTG 규정을 조회하고자 함.

☞ 조회된 1번 운임의 RTG은 OZ구간만 탑승 가능하면서 반드시 NON-STOP 여정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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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BD(Reservation Booking Designator) 조회
특정 운임이 허용하고 있는 Booking Class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항공사가 복수 Class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시어

내용

RB1

특정운임의 Booking Class 허용 조건 확인

RB1HKGSIN-SQ

특정 운임 기준 이원구간의 Booking Class 조건 확인

RB*

가장 최근 조회결과 재 조회

[구간 공시운임 조회 FQSELSIN10APR-OZ]

☞ 조회된 5번 운임 “HLEE4KR”의 경우 H#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H-Class 외에 추가로 사용 가능한 Class를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운임의 경우 복수의 Class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공되는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어떤
Booking Class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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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 class 상세조회 RB5]

☞ 조회결과를 보면 사용 가능한 Booking Class가 H/E/Q/K로 복수로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JA(Flight Finder)의 활용
JA(Flight Finder)는 구간운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조회된 운임에 해당되는 좌석예약 요청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며 전체적인 과정이 MASK와 J-KEY로 진행된다. 단, JA는 왕복여정을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할 때 활용하는 기능이다.
1단계> JA라는 지시어를 입력한 뒤, 팝업 된 창에 운임 조회 조건 입력 후 [전송] Click

☞ 분홍색 항목은 필수입력
☞ 항공사 선택은 선택항목이나 특정 항공사를 선택한 경우에 예약 성공확률이 높아짐
☞ 위의 마 스 크를 통하지 않고 구 간운임 지시어를 직접 입력해도 가 능하나 출발 일과 복 편일을 반드 시 입력해야
함(예:FQSELPAR27MAY#R10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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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간 공시운임 조회결과에서 원하는 운임의 번호를 선택하여 팝업 된 J-Key 중 예약(JA) Click

3단계> 예약 요청인원 입력 창에 예약진행 정보 입력 후 하단에 [조회] Click

☞ 요청인원을 기재하지 않고 [조회]를 선택하는 경우 성인1명으로 예약이 진행됨

4단계> 출발일에 대해 예약이 가능한 스케줄을 보여주는 창이 팝업 되며 원하는 스케줄 선택 후 [다음] Click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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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복편일에 대해 예약이 가능한 스케줄을 보여주는 창이 팝업 되며 원하는 스케줄 선택 후 [다음] Click

[최종 응답결과] 승객유형별 운임계산결과 및 좌석예약 진행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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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응답결과-계속] 승객유형별 운임계산결과 및 좌석예약 진행결과 확인

☞ 사용하고자 한 운임의 CLASS로 예약요청 인원으로 신청된 3좌석에 대한 여정작성이 진행되었으며 *A로 PNR 여정 결과를
확인 한 후 승객명과 연락처를 추가 입력 후 저장( E )한다.

※ 유의사항: 선택한 운임의 예약가능 좌석이 없거나 복수 항공사로 구간 공시운임을 조회한 경우 아래와
같은응답결과가 조회될 수 있다.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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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1. 다음 조건에 맞는 구간운임 조회 지시어는?
구간 : SEL - FRA
출발일 : 12DEC
승객유형: 학생
조건 : NUC
항공사 : OZ

2. 다음 조건에 맞는 구간운임 조회 지시어는 ?
구간 : SEL- TPE
출발일 : 금일
승객유형: 그룹
항공사 : CI

3. 다음 조건에 맞는 구간운임 조회 지시어는 ?
구간 : SEL- LAX
출발일 : 05MAY14(과거)/발권일: 02MAY14(과거)
항공사 : UA
조건 : 적용 가능한 모든 승객유형별 운임을 조회

4. 구간 운임조회 후 조회된 운임 중 3번 운임의 규정을 조회하면서 Category 5/6/7번을 동시에 지정하여 조회하는
지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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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제도(MILEAGE SYSTEM)의 기본
2.1 항공운임구성의 이해
일반적으로 승객의 항공여정은 출발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지점까지의 단순편도 혹은 단순왕복인 경우도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정의 형태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정의 총
운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가장 단순한 운임구성의 방식은 구간별로 운임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L-HKG-BKK 구간의 편도여정을
가진 승객의 전체 운임을 산정하기 위해 각 구간별 운임을 더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① SEL-HKG 구간 공시운임: FQSELHKG11MAR- OZ/NUC ⇒ 446.92 (YOW)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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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KG-BKK 구간 공시운임: FQHKGBKK11MAR- CX/NUC ⇒ 455.26 (YOW)

③ 전 구간의 운임 합: NUC446.92 + NUC455.26 = NUC902.18(YOW)
이렇게 각 구간별 운임을 더한 값을 전체 여정의 운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여행구간이 많아지는 경우 전체 운임의 값이 정비례적으로 한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운임을 계산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Routing System

Mileage System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항공사에
정해진 Booking Class가 맞는다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직행 공시운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간에 설정된 MPM보다
중간체류지점(Stopover Point) 및 경유지(Transfre
Point)를 포함한 전체 여정의 TPM의 합이 작거나 같은
경우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직행 공시운임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운임 산출방법이다.

※ Specified Routing/미주 Routing

※ Mileage System의 구성요소
TPM , MPM, EMS, EMA

2.2 거리제도(Mileage System)란?
중간도중체류지점(Stopover Point) 및 Transfer Point를 포함한 전 여정의 실제거리(TPM)가 IATA에서 설정한
두 지점간의 최대허용거리(MPM) 이내에 포함될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직행공시운임을 적용하는
운임산출방법이다.											
승객의 항공여행은 출발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지점까지의 단순편도 또는 단순왕복의 여정 형태보다는 최초의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사이에 중간지점을 경유하는 여정의 형태를 띄게 된다. 이와 같은 항공여행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요금계산방식이 거리제도(Mileage System)이며, 항공요금 산출의 근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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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leage System의 구성요소
1) 실제이용거리 TPM (Ticketed Point Mileage)
① 구간별 실제 여정의 거리를 말하며, 이의 합계를 산출하여 MPM과 비교하게 되며, TPM은 항공편이 운항중인
구간에만 설정되어 있다.
② 실제여정의 구간별 GI에 해당하는 TPM 적용한다.
예) SEL- HKG - BKK - SIN
WNSELHKGBKKSIN

구분

항목

내용

①

CTY

각 구간의 도시명(CITY)

②

GI

방향지표(GLOBAL INDICATOR)

③

TPM

각 개별 구간의 실제 이동거리(TICKETED POINT MILEAGE)

④

CUM

구간별로 누적된 TPM의 합(CALCULATED MILEAGE)

⑤

MPM

출발지로부터 각 구간까지의 최대허용거리 값
(MAXIMUM PERMITTED MILEAGE)

⑥

EMS

TPM의 합인 CUM과 MPM을 비교한 결과인 할증률
(EXCESS MILEAGE SURCHARGE)

2) 최대허용거리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① 출발지에서 도착지인 두 도시간의 최대 허용거리를 의미 한다
② 실제여정의 GI에 해당하는 MPM을 적용한다.
③ 일반적으로 MPM 은 TPM 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의 중간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 ) SEL- HKG - BKK - SIN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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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SIN (출발지에서 목적지)간의 MPM을 확인하면 3459로 MPM이 TPM보다 크다.				
따라서 SEL-SIN 간의 공시운임만 지불하고 SEL-HKG-BKK-SIN 여정을 여행할 수 있다.

3) 초과거리할증 EMS (Excess Mileage Surcharge)
①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 사이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에 승객이 실제 이동한
거리인 총 TPM의 합이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최대허용거리인 MPM의 합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설정되어 있는 공시운임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비율의 할증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초과거리할증, 즉 EMS 라고 한다.
② 할증이 허용되는 값은 최대 5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5%, 10%, 15%, 20%,25%까지의 할증비율이 허용될
수 있으며 25%를 초과하는 할증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공시운임을 할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각 구간별 공시운임을 더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전체 운임이 상승하게 된다.
③ 이와 같은 초과거리할증을 사용하 는 이유는 각 구간별 공시운임을 더하여 운임을 산출하 는 것보다
마일리지를 비교하여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공시운임을 할증하여 계산하는 것이 총 운임을 산정하는 데 더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4) 할증율(EMS) 계산방법
할증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할증율 Factor를 구한 뒤 아래 기준에 따라 할증률을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그에 따른
운임의 할증여부를 적용하게 되는데, 0M에서 최대 25M까지의 할증을 허용하고 있다.
할증율 Factor = Total TPM ≑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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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할증율(EMS)

운임적용

1.00

0M

1.00

1.05

5M

X 1.05

1.05

1.10

10M

X 1.10

1.15

15M

X 1.15

1.15

1.20

20M

X 1.20

1.20

1.25

25m

X 1.25

EXC

운임마디 분리

1.10

< 할증율 Factor ≦

1.25

(2) 지시어를 이용한 할증률 계산
전체 여정이 AAA-BBB-CCC-DDD 로 이동하는 편도 여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운임을 저렴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할증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운임마디를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어느 지점까지
마일리지 할증적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어진 여정 전체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할증계산 결과를 확인해 본 후 마일리지 할증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을 운임마디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1) 여정 중 일부 구간이 EMS를 초과하는 경우
SEL-FUK-TYO-OSA, YOW

① CTY = 각 구간의 도시명(CITY)
② TPM = 각 개별 구간의 실제 이동거리(TICKETED POINT MILEAGE)
③ CUM = 구간별로 누적된 TPM의 합(CALCULATED MILEAGE)
④ MPM = 출발지로부터 각 구간까지의 최대허용거리 값(MAXIMUM PERMITTED MILEAGE)
⑤ EMS = TPM의 합인 CUM과 MPM을 비교한 결과인 할증률
(EXCESS MILEAGE SURCHARGE)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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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과를 보면 SEL-FUK-TYO 구간까지는 EMS 계산결과가 5M으로 COVER 되지만, TYO-OSA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EXC로 EMS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운임마디를 TYO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마일리지가 COVER되는 SEL-FUK-TYO 까지의 운임을 먼저 산출하고, 거기에 더하여 TYO-OSA 구간은 해당
구간운임을 더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운임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2) 전체 여정이 EMS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SEL-HKG-BKK, YOW

☞ 위의 여정의 경우 EMS 결과를 확인해 보니 SEL-HKG-BKK 전 구간의 여정이 모두 0M으로 마일리지 COVER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여정은 거리할증이 없으므로 운임의 할증없이 출발지인 SEL에서 최종 도착지인 BKK
구간까지의 편도운임으로 상기 여정인 SEL-HKG-BKK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84

♣ 알 아 두 기 ♣

운임마디(Fare Component)와 운임분리지점(Fare Break Point)
운임계산 시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운임마디라고 하며,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간에 중간 경유지가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운임마디로 계산되는 것이 저렴한 운임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체 여정에서 운임마디의 개수가 가장 적게 구분되는 경우가 최저운임이 산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EL-HKG-BKK와 같은 여정의 경우 각 구간별로 운임을 더하여 전체 운임을 산출한다면
운임마디는 SEL-HKG, HKG-BKK 단위로 나누어 2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일리지 할증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여정이 EMS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런 경우 하나의
운임마디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저렴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자의 경우와 같이 2개의 운임마디로 나누어 운임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 운임마디가 분리되는
지점인 HKG을 Fare Break Point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의 운임마디와 운임마디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Fare Break Point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하나의 여정도 여러 개의 운임 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왕복여정이나 일주여정의 경우는 출발지에서 가장 먼 지점이나 운임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하게 되며, 편도여정의 경우에는 여정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선정한다.
그리고 , 운임마디 분리지점을 기준으로 출발지로부터 운임분리지점까지의 운임마디를 Out-Bound
운임마디, 운임분리지점부터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 오는 운임마디를 In-Bound 운임마디라고 한다.
예) S
 EL-TPE-HKG-SIN-TYO-SEL 의 여정은 운임마디(Fare Component)를 SEL-TPE-HKG-SIN 과
SIN-TYO-SEL,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임분리지점(Fare Break Point)은 SI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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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리제도(Mileage System)의 적용
(1) 기본 적용절차
순서

내용

1

전체 여정의 EMS를 확인하여 Fare Break Point를 결정한다.
(단, 출발지를 두 번 경유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점을 활용한다.)

WNSELBKKSIN

2

결정된 F.B.P를 이용하여 운임마디 별로 출발지-목적지간의
공시운임을 조회한다.(NUC 기준)

FQSELSIN01MAY-OZ/NUC

3

운임마디별 EMS 결과에 따라 공시운임의 할증여부를 결정한다.

4

계산된 NUC 운임을 출발지 국가 기준의 ROE를 곱하여 출발지
통화운임으로 환산한다.

NUC X ROE = LCF(Local
Currency Fare)

5

환산된 출발지 통화운임(LCF)에 알맞은 끝단위 처리 기준(올림/버림/
반올림)을 적용하여 최종 운임 값을 결정한다.

KRW는 100단위에서 올림

(2) EMS를 이용한 거리제도(Mileage System)운임 계산사례
[사례 1]
여정 : SEL-BKK-SIN
출발일 : 10SEP
사용운임 - Y/CLS
<절차1> 전체 여정의 EMS를 확인

☞ EMS 확인결과 전체 여정이 0M으로 COVER 됨을 알 수 있다.

86

기능

<절차2> 출발지-목적지간의 공시운임을 확인.

☞ 조회된 운임 중 Y-OW 운임에 해당되는 4번 운임인 Y- 748.26을 선택할 수 있다.

<절차 3> EMS 결과가 0M이므로 공시운임 값을 할증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발지국 통화운임인
KRW로 환산하기 위해 절차2에서의 ROE를 사용하여 환산 계산한다.
NUC748.26 X ROE 1111.900000 = KRW 831990.294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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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K RW의 경우 100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표기하는 화폐단위이므로 최종적인 운임 값은 KRW
832000으로 표기한다.
※ 절차3,4단계에서의 계산을 위해 화폐단위환산 기능을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FC#748.26/KRW

[사례 2]
여정: SEL-MNL-HKG-SIN
출발일: 10SEP
사용운임- Y/CLS
<절차1> 전체 여정의 EMS를 확인

☞ EMS 확인결과 전체 여정이 15M으로 COVER됨을 알 수 있다.

88

<절차 2> 출발지-목적지간의 공시운임을 확인

☞ 조회된 운임 중 Y-OW 운임에 해당되는 4번 운임인 Y- 809.96을 선택할 수 있다

<절차 3> EMS 결과가 15M이므로 확인된 공시운임 값을 기준으로 15% 할증을 적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할증된 운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NUC809.96 X 1.15 = NUC9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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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NUC X ROE을 환산하여 출발지국 통화로 계산한다.
NUC 931.45 X ROE 1027.210000 = KRW956800
※ 절차 4단계에서의 계산을 위해 화폐단위 환산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FC# 931.45/ KRW

[사례 3]
여정 : SEL-PEK-OSA
출발일 : 10SEP
사용운임- Y/CLS
<절차1> 전체여정의 EMS를 확인

☞ 할증율이 25%를 초과하므로 하나의 운임마디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JS을 운임분리지점(Fare Break
Point)으로 하여 두 개의 운임마디를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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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2> SEL/PEK 구간 공시운임을 확인

☞ Y-OW 운임에 해당되는 3번 운임인 Y-359.19를 선택한다.

<절차3> PEK / OSA 구간 공시운임을 확인

☞ Y-OW 운임에 해당되는 2번 운임인 YIF-1810.30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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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4> 각 운임마디의 운임을 합산하여 전체여정에 대한 운임 값을 산출한다.
SEL/BJS NUC359.19 + BJS/OSA NUC1810.30 = NUC2169.50
<절차5> NUC X ROE을 환산하여 출발지국 통화로 계산
NUC 2169.50 X ROE 1027.210000 = KRW2228600

[사례 4]
여정 : SEL-MNL-HKG-JKT-SIN-SEL
출발일 : 10SEP
사용운임 - Y/CLS
운임분리지점(F.B.P) : JKT
<절차1> 첫 번째 운임마디 MILEAGE 확인 비교한다

☞ EMS 확인결과 15M으로 COVER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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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2> 두 번째 운임마디 MILEAGE 확인

<절차3> SEL/JKT 구간의 1/2RT 공시운임을 확인

<절차4> 각 운임마디의 운임을 합산하여 전체NUC값을 산출한다.
① 첫 번째 운임마디 : NUC 839.75 ×1.15 = NUC965.71
② 두 번째 운임마디 : NUC 839.75
NUC 965.71 + NUC 839.75 = NUC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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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5> NUC X ROE을 환산하여 출발지국 통화로 계산한다.
NUC 1805.46 X ROE 1027.210000 = KRW1854600

♣ 알 아 두 기 ♣

Mileage 확인 시 응답결과에서 TPM항목상에 @의 의미는 KUL-ZRH는 실제 운항편이 없으므로
TPM이 설정 되어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단, SABRE Fare에 의거해 두 도시간의 최단거리값을 TPM으로
보여준다.

94

[ 연습문제 ]
다음여정을 마일리지 제도 방식을 이용하여 공시운임을 산출해 보시오.
1. SEL-TPE-HKG-BKK(Y)

2. SEL-PAR-LON-ROM-AMS-CPH-STO(Y)

3. SEL-SIN-BKK-DEL(Y)

4. SEL-PAR-ROM-FRA-LON-SEL(Y)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95

Ⅱ. 항공운임계산의 개요

2.4 추가 허용거리(Extra Mileage Allowance)
거리제도에 의해 운임을 계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서는 설정된 최대허용 거리보다 일정한 거리를
추가로 여행할 수 있게 허용해 놓은 구간이 있으며, 이러한 특정지역이 지역별로 PAT BOOK에 명시되어 있다.
추가허용거리 적용방법은 실제여행거리의 합(TTL TPM)에서 추가 허용거리를 공제한 후의 실제여행거리와 최대
허용거리(MPM)를 비교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1) TPM Deduction 이란
① 승객의 여정이 특정 도시를 경유할 때 여정의 실제거리인 TPM에서 일정 Mileage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EMA는 운임마디 내에서 Check하는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중간 경유지로 확인한다.
③ MPM를 비교 하기 전에 TPM의 합을 구한 뒤 EMA를 확인하여 TPM의 합에서 공제하고 MPM과 비교한다.
④ 추가허용거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항공권 FARE CALCULATION에 ‘E/(특정경유지점) 를 기재하여
일정거리가 Total TPM에서 공제되었음을 표시한다.

2) EMA 적용사례
<Area 3>
Between

96

And

Via

TPM Deduction

Area3(exept when travel is
wholly within Afghanustan,
Bangladesh,Bhutan,Maldives,
Pakistan,India, Nepal and Sri Lanka

A point in
Area3

Via both
Mumbai and
Delhi or via both
Islamabad and
Karachi

700

Area3(exept when travel is
wholly within Afghanustan,
Bangladesh,Bhutan,Maldives,
Pakistan,India, Nepal and Sri Lanka

Mumbai

Delhi

700

Area3(exept when travel is
wholly within Afghanustan,
Bangladesh,Bhutan,Maldives,
Pakistan,India, Nepal and Sri Lanka

Delhi

Mumbai

700

Area3(exept when travel is
wholly within Afghanustan,
Bangladesh,Bhutan,Maldives,
Pakistan,India, Nepal and Sri Lanka

Karachi

Islamabad

700

Area3(exept when travel is
wholly within Afghanustan,
Bangladesh,Bhutan,Maldives,
Pakistan,India, Nepal and Sri Lanka

Islamabad

Karachi

700

<Area 2-3 간>
Between

Middle East

And

Via

Karachi

Islamabad

And

Via

TPM Deduction

700

<Area 3-1간 Via the Pacific>
Between

USA(except Hawaii)/Canada

Area3

Hawaii-for
North/Central
Pacific fares
only

TPM Deduction

800

※ 위의 도표는 Air Tariff상에서 Area3 지역에 설정된 한국과 관련된 EMA만 발췌한 내용이다.

3) EMA 확인 절차
여정 : SEL-BKK-DEL-BOM
1단계 :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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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MILEAGE 확인 비교한다

☞추
 가허용거리 : Area 3 ↔ Area3 구간을 DEL 경유 시 700마일 공제						
조정 된 TPM : 4118

3단계 : 자동운임계산지시어를 이용하여 EMA 확인하여 본다
WQSELBKKDELBOM-AYY → WQ#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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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제도(MILEAGE SYSTEM) 적용의 심화
3.1 우회 여행 제한 (Limitation on Indirect Travel)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여행하는 도중에 동일한 도시를 두 번 이상 경유하거나 또는 체류할 경우, 운임계산 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그 중 저렴한 결과가 나오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방법1: Side Trip으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 방법2: 동일지점이 한 운임 마디 내에 들지 않도록 두 개 이상의 운임마디로 나누어 계산한다.
※ 단, Side-Trip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 운임적용 방향 : Side Trip 자체를 별개의 여정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 적용운임 : 전체 여정의 적용운임과는 무관하며 Side Trip 자체 여정의 종류에 해당하는 OW Fare 또는 1/2RT Fare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Side Trip 이란?
동일지점을 두 번 경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별개의 여정을 의미함
※ 도중체류(Stopover)란 승객이 어떤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당일
연결(Transit)과 당일 연결편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First Available Flight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중체류(Stopover)로 간주한다.

예) SEL-HKG-TPE-HKG-BKK-ATH-ROM ( Y, OW Fare)
(1) 방법 1 - Side Trip 처리 시
SEL

(SIDE TRIP)

HKG

SEL

TPE

HKG

HKG

⇒

BKK

BKK

ATH

ATH

ROM

HKG
OW

+

TPE

1/2RT

HKG
5M

ROM
EMS : 5M
운임 : 1992.26 × 1.05 = 2091.87
∴ Total NUC = 2091.87 + 677.24 = 2769.11

100

HKG/TPE/HKG
338.62 + 338.62=677.24

[그림 1] SEL-ROM 구간운임 조회결과

[그림 2] HKG-TPE 구간운임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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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여정에 대한 여정운임계산지시어를 이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방법 2 - 운임마디 구분 시
SEL
HKG
TPE
HKG
BKK
ATH
ROM

ⓐ 첫 번째 운임마디: SEL-HKG-TPE
EMS 가 25M을 초과하여 하나의 운임마디로 사용할 수 없으며, SEL-HKG 과 HKG-TPE로
운임마디를 한번 더 구분하여 운임 계산한다.
SEL/HKG 운임 + HKG/TPE 운임 = 467.30 + 338.62= 805.92
ⓑ 두 번째 운임마디: TPE-HKG-BKK-ATH-ROM
EMS 가 0M 이므로 TPE-ROM의 공시운임을 운임마디의 운임으로 사용한다.
TPE/ROM 운임 = 3591.14

∴ Total NUC = 805.92 + 3591.14 = 4397.06
[그림 1] SEL-HKG-TPE구간의 EM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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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L-HKG 구간운임 조회결과

[그림 3] HKG-TPE 구간운임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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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PE-ROM 구간운임 조회결과

☞ TPE-ROM 구간운임 중 방향지표 EH에 해당되는 운임을 사용해야 한다.

※ 결 론적으로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운임계산 값을 비교하여 보다 저렴하게 계산된 방법 1의“Side
Trip”방식으로 운임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3.2 비 항공 운송구간(Surface Transportation)
(1) 비 항공 운송구간(Surface Transportation)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함으로써 여정상 항공여행이 일시 중단된 구간을
의미한다. 해당구간에 정기 항공노선이 부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 항공편이 존재하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승객이
자의로 해당구간을 육상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결과를 비교하여 더 저렴한 결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방법 1 : 비 항공 운송구간을 제외하고 운임마디를 나누어 계산한다.
▶ 방법 2 : 비 항공 운송구간을, 운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 항공 운송구간의 TPM 포함한 EMS
할증여부를 확인하여 하나의 운임마디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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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EL-HKG X TPE-BKK-KUL ( Y, OW Fare)
ⓐ 방법 1: 운임마디 구분
SEL
HKGX
TPEBKK
KUL

ⓐ 첫 번째 운임마디 : SEL/HKG 운임 = 467.30
ⓑ 두 번째 운임마디 : TPE-BKK-KUL
EMS : 0M
TPE/KUL 운임 = 1117.73

∴ Total NUC : 1585.03

ⓑ 방법 2: 항공 운송구간으로 간주
SEL
HKGX
TPEBKK

EMS : 20M
∴ SEL/KUL 운임 × 1.20 = 748.26 × 1.20 = 897.910
20M

KUL
∴ Total NUC : 1585.03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105

Ⅱ. 항공운임계산의 개요

☞ 이 때, 전체 여정에서의 도중체류 횟수를 계산하는 경우 비 항공 운송이 시작하는 지점인 HKG과 비 항공운송 구간의 끝나는
지점인 TPE에서의 체류를 합하여 한번의 도중체류(Stopover)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SEL-HKG X TPE-BKK-KUL여정의
도중체류횟수는 모두 2번이 된다.

※ 전체 여정에 대한 여정운임계산지시어를 이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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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 PAR- MIL X ROM-LON(Y)

2. SEL- CAI X KRT- JED- X/SIN- SEL (Y)								
Fare Break Point; CAI, KRT

3. SEL- CAI X KRT- JED- X/SIN- SEL (Y)								
Fare Break Point; J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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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 (Permissible Surface Transportation Sectors)
여정 중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비 항공 운송구간은 TPM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구간을 제외하고
운임마디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래 도표에 지정된 구간은 TPM을 0으로 간주하는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으로 한 운임마디에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을 포함하여서는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에 해당된 그 지점이 운임마디가 될 수 없다. 즉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사용될
수 없다.
※ 다음은 Air Tariff상에서 Area3내에서의 비 항공운송허용구간만 발췌한 내용이다.
Between

And

Amritsar, India
Guangzhou , China
Hong Kong, SAR
Kabul, Afghanistan
Nagoya, Japan

Lahore, Pakistan
Hong Kong ,SAR(Via AA)
Macao ,SAR
Peshawar ,Pakistan
Osaka , Japan

예1) PUS-OSA X NGO-TYO
WNPUSOSANGOTYO

☞ TPM CHECK시 실제 이용 거리 옆에 #의 의미는 OSA-NGO구간이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임을 나타낸다. 하단 부연설명에서
MILEAGE BETWEEN OSA-NGO MAY BE IGNORED…. 라는 비 항공 운송허용구간이라는 Massage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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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정된 TPM 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어를 이용한다.
WNPUSOSA//NGOTYO

☞ OSA-NGO구간의 TPM을 0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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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 HKG X MFM- BKK-SEL(Y)									
FARE BREAK POINT: BKK

2. SEL- SHA – X/HKG X MFM- BKK-SEL(Y)								
FARE BREAK POINT: B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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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항공 운송구간 TPM Check (Surface Break TPM Check: SBTC)
국제선 구간에 비 항공운송구간(Surface)이 발생한 경우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 항공권을 분리해서 발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여정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Check이다. SBTC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한다.
① 정상운임(Normal fare)에만 적용한다.
② 되돌아오는 지점의 Surface 가 국제선 Surface 인 경우에 적용한다.					
(USA /CANADA간 Surface가 발생한 경우에는 Domestic구간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비 항공 운송구간을 제외시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출발지에서부터 Surface가 발생하는 지역까지의 TPM의 합과 Surface Sector의 TPM을 비교한다.
⑤ 비 항공 운송구간의 TPM이 출발지로부터 비 항공 운송구간의 개시지점까지의 합보다 긴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 발권하여야 한다.
WQSELTYO/-PEKSEL-AYY

☞ INTL SURFACE규정제한으로 분리 발권하라는 안내제공

▶ TPM의 합 ≻ Surface Sector 의 TPM
⇒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 가능
▶ TPM의 합 ≺ Surface Sector의 TPM
⇒ 국제선 Surface Sector이후 구간부터는 분리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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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 여정 : SEL-TYO X BJS-BKK-SIN

☞ 비 항공운송 구간 인 TYO/BJS 구간의 TPM 1313이 첫 번째 운임마디 구간인 SEL/TYO구간의 TPM758보다 크므로 한
항공권으로 발권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공권으로 분리 발권하여야 한다.

⇒ SEL/TYO TPM 758 〈 TYO/BJS TPM1313 => 분리발권
예제2) 여정 : SEL-TYO-BJS X BKK-SIN

☞ 비 항공운송 구간인 BJS/BKK 구간의 TPM 2057이 첫 번째 운임마디 구간인 SEL/TYO/BJS 구간의 TPM의 합인 2071
보다 작으므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할 수 있다

⇒ SEL/TYO/BJS TPM의 합 2071 〉 BJS/BKK TPM 2057
∴ 한 장의 항공권으로 발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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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TYO X PEK-SEL (Y)										
FARE BREAK POINT: TYO , PEK

2. SEL-CAN X TYO-SEL (Y)										
FARE BREAK POINT: CAN, TYO

3. SEL-PEK-HKG X BKK-MNL-SEL (Y)									
FARE BREAK POINT: HKG, B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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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간 높은 운임 Higher Intermediate Point(HIP)
(1) Hip Check의 개요
H I P 이란 M i l e a g e S y s t e m 에 따 라 두 지 점 간 설 정 된 공 시 운임 적 용 시 출 발 지 (O r i g i n ) 에 서
목적지(Destination)까지의 운임보다 중간지점의 운임이 더 높은 경우에 생기는 운임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간지점 운임과의 비교 후 중간지점의 운임이 출발지(Origin)에서 목적지(Destination)까지의 운임보다
높다면 중간지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예제 1] SEL-SYD-BNE, Y-OW

☞ EMS 결과 상으로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SEL-BNE구간의 공시운임 조회결과 Y-OW에 해당되는 운임 값은 2279.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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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SYD구간의 공시운임 조회결과 Y-OW에 해당되는 운임 값은 2422.38이다.

[예제 2] SEL-SIN-PAR, Y-OW

☞ EMS결과 상으로는 10M으로 적용되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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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PAR 구간의 공시운임 조회결과 Y-OW에 해당되는 운임 값은 2207.53이다.

☞SIN-PAR구간의 공시운임 조회결과 Y-OW에 해당되는 운임 값은 5364.44이다.

(2) Normal Fare에서의 Hip Check 비교 기준
Normal Fare에서의 Hip Check 시 다음 3가지 경우의 지점에 대한 운임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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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 ------------------------------FRA ------------------------------X/PAR ----------------------------MAD -----------------------------ROM -----------------------------① 출발지 (Origin)와 도중체류지점(Stopover)간의 운임:SEL/FRA , SEL/MAD
② 도중체류지점(Stopover)과 도중체류지점(Stopover)간의 운임:FRA/MAD
③ 도중체류지점(Stopover)과 목적지(Destination)간의 운임:FRA/ROM , MAD/ROM

(3) Normal Fare Hip Check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종류의 여정(OW, RT, CT, NOJT)에 적용된다.
② 운임마디 별로 Check하며, 운임마디의 운임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여정이 OW운임이
적용되었다면 Hip Check구간도 OW운임으로 Check하고, 전체 여정이1/2RT운임이 적용되었다면 Hip
Check구간도 1/2RT로 Check해야 한다.
③ 지점간 운임은 해당 항공사 운임(PREDOMINANT CARRIER FARE)과 해당 여정지표(GI)를 적용한다.
④ 하나 이상의 HIP이 발생하면 HIP 중 가장 높은 운임을 적용한다.
⑤ EMS 가 발생하였다면 Hip Check지점간 운임끼리 먼저 비교하고 선택된 가장 높은 운임에 EMS를 적용하여
운임을 산출한다.
⑥ NORMAL FARE 의 Hip Check시에는 동종의 운임으로 비교해야 한다.
- P(SLEEPER SEAT FARE) 운임은 동종의 P운임과 비교하고 P운임이 없다면,F(FIRST CLASS FARE) 운임과
비교한다.
- F(FIRST CLASS FARE)운임은 동종의 F운임과 비교하고 F운임이 없다면, J/C 와 비교한다.
-J/C(INTERMEDIATE CLASS/BUSINESS CLASS) 운임은 J/C운임과 비교하고 J/C(INTERMEDIATE
CLASS/BUSINESS CLASS)운임이 없다면, 최상위 Y(THE HIGHEST ECONOMY CLASS)운임과
비교한다.
⑦ Hip Check 지점간 운임에 하나 이상의 운임이 존재할 경우 STOPOVER, TRANSFER 등의 제한규정이
만족되는 가장 낮은 운임을 선택한다.
⑧ 국내선 구간은 Hip Check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에 따라 Hip Check를 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 국내구간은 Hip Check를 실시한다.
⑨ FARE CALCULATION에 MILEAGE SYSTEM 표시 후 HIP 이 발생한 구간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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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rmal Fare Hip Check 적용절차
① 운임마디 구분 및 사용운임을 결정 ( OW 혹은 1/2RT Fare)한다.
② 해당 운임마디 별 TPM과 MPM를 비교하고, 초과거리할증(EMS)을 확인한다.
③ 해당 운임마디 별 출발지에서 목적지 운임을 확인한다.
④ Hip Check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⑤ HIP이 발생한 경우 항공권의 Fare Calculation 란 에 HIP이 발생한 구간을 표기하고, HIP 구간의 운임을
적용한다.
⑥ 초과거리할증(EMS)를 적용하는 운임마디의 운임은 HIP 구간의 운임에다가 할증율을 곱한다.
⑦ Secondary Fare (Y2, YO2…..)는 rule check후 사용 가능하다. (이때 Stopover charge등은 징수하지
않는다.)
예1) SEL-SYD-BNE (Y/CLS)
① 운임마디 및 사용운임 결정 ; OW
② Mileage 확인 : 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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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지(origin)에서 목적지(Destination)운임 SEL/BNE NUC 2279.67

④ Hip Check
- 출발지(origin)에서 도중체류(stopover)지점 SEL/SYD NUC 2422.38
- 도중체류(stopover)지점에서 목적지(destination) SYD/BNE
※ 국내선 구간은 Hip Check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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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EL/SYD운임이 가장 높으므로 SEL/SYD운임을 적용하고, Fare Calculation 란에 EMS 표시 후 HIP이
발생한 SEL/SYD를 기재하여 HIP운임이 적용되었음을 표시한다.

예2) SEL-SIN-SYD (Y/CLS)
① 운임마디 및 사용운임 결정 ; OW
② Mileage 확인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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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 SEL/SYD NUC 2422.38

④ Hip Check
-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SEL/SIN NUC 809.96
- 도중체류지점에서 목적지 SIN/SYD NUC 3359.73

※ Hip Check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순수 운임끼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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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SIN/SYD운임이 가장 높으므로 SIN/SYD운임에 10% 할증한 운임을 적용한다.
⑥ Fare Calculation 란에 EMS 표시 후 HIP이 발생한 SIN/SYD를 기재하여 HIP운임이 적용되었음을 표시한다.

예3) SEL –TYO –NOU –OSA- SEL ( EH, Y/ CLS )
① 운임마디 및 사용운임 결정 : NOU , 1/2RT
② Out-bound Mileage 확인 : 0M

In-bound mileage확인 : 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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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지에서 목적지 운임 : SEL/NOU NUC 1508.35(1/2RT)

④ Hip Check
<Out-bound 운임마디>
구간
TYO/NOU

운임
3031.97

지시어
FQTYONOU/NUC-YY#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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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und 운임마디>
구간
OSA/NOU

운임
3031.97

지시어
FQOSANOU/NUC-YY#HR

⑤ Fare Calculation 란에 EMS 표시 후 HIP이 발생한 TYO/NOU, OSA/NOU를 기재하여 HIP운임이
적용되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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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FRA-ATH-ZRH-SEL (Y/CLS) 								
운임마디: ZRH

2. SEL-BKK-X/SYD-AKL

3. SEL-BKK-SGN-SEL										
운임마디: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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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주최저운임 Circle Trip Minimum(CTM)
두 개 이상의 운임마디로 이루어진 일주여정의 경우, 항공운임 계산 시 Mileage System 및 Hip Check를 완료하여
나타난 운임의 값이 출발지부터 중간체류지점까지의 직행 왕복운임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발지부터 직행 왕복운임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왕복운임을 최소운임으로 간주하여 보완하는 것을
CTM Check 라고 한다.
다음의 여정을 예를 들어 두 가지 여정에 대한 운임결과를 비교해 보면, 일주여정(여정1)의 운임 계산 결과가
단순왕복(여정2)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②

SEL		

SEL

SYD

SYD 1721.42

M

///

SELSYD

SEL

1721.42

BNE

1721.42

NUC 3442.84

SEL

1619.97
NUC 3341.39

(1) CTM 적용대상 및 운임 적용기준
① CTM Check는 여정의 종류가 일주여정, 즉 Circle Trip (CT)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② 운임마디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며 1/2 RT Fare 사용한다.
③ OUT/IN Bound운임이 상이하다.
④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간의 가장 높은 Normal RT 운임수준까지 올려 받는다.
⑤ Normal Fare에서 CTM Check시는 HIP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CTM Check을 실시한다.

(2) CTM Check 시 유의사항
① 출발지에서 경유지, 도중체류지점(경유지)에서 목적지, 도중체류지점(경유지)에서 도중체류지점까지의 직행
왕복운임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② CTM Check는 운임마디 별 Check가 아니라 전체 여정에 대한 Check이다.
③ 직행왕복운임 확인 시 Secondary Fare (YO2.Y2)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Rule Check는 필요 없다.
④Outbound/ Inbound의 GI가 서로 다른 일주여정은 대상 도시간 적용된 운임 중 낮은 운임끼리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운임으로 CTM Chec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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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rmal Fare CTM Check 적용 절차
① 운임마디구분 및 사용운임을 결정한다.
② 운임마디 별로 출발지에서 목적지의 MPM과 Total TPM을 비교하여 초과거리할증을 결정한다.
③ 1/2RT운임을 이용하여 운임마디 별로 Hip Check을 실시하고, 초과거리할증이 발생되었다면 HIP 운임에
초과거리를 할증하여 계산한다.
④ 각 운임마디 별로 운임을 합산한다.
⑤ 전체여정에서 출발지에서 각 도중체류지점까지의 직행왕복운임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운임을
선정한다. (직행왕복운임확인 시, Secondary Fare (YO2, Y2 )는 별도의 Rule Check 없이 사용 가능)
⑥ 운임마디 별로 합산한 금액과 ⑤번 사항을 비교하여, ⑤번 운임이 더 높을 경우,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직행왕복운임) - (각 운임 마디 별 합산한 운임)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는다. 가장 높은 직행 왕복운임이
발생한 두 도시를 표시하여 CTM이 적용됨을 표기 한다.
⑦ CTM 값이 발생하였다면 합산한 운임과 CTM 차액을 더하여 총 운임을 구한다.
⑧ 총 운임에 출발지 ROE를 곱하여 출발지국 통화로 계산한다.
예) SEL - BKK - PNH - SGN - SEL (Y/NORMAL FARE)
① 운임 마디 선정; PNH
② Out-bound Mileage확인: 0M

항공운임발권 실무 1 [운임편] 127

Ⅱ. 항공운임계산의 개요

In-bound Mileage확인 : 0M

③ Hip Check
출발지에서 목적지 운임 SEL/PNH NUC 654.78 (1/2 RT)
- Out-bound
구간

운임

지시어

SEL/BKK

670.55

FQSELBKK/NUC-YY#HR

BKK/PNH

607.77

FQBKKPNH/NUC-YY#HR

- In-bound
구간

운임

지시어

SEL/SGN

620.90

FQSELSGN/NUC-YY#HR

SGN/PNH

275.00

FQSGNPNH/NUC-YY#HR

④ 운임 마디 별 합산 ; NUC1325.33
- Out-bound SEL/BKK NUC670.55
- In-bound SEL/PNH NUC654.78
⑤ 출발지에서 각각의 도중체류 지점까지의 직행운임확인
구간

운임

지시어

SEL/BKK

1341.10

FQSELBKK-YY/NUC

SEL/PNH

1309.56

FQSELPNH-YY/NUC

SEL/SGN

1241.81

FQSELSGN-YY/NUC

⑥ SEL/BKK 구간의 직행왕복운임이 운임마디 별 합산한 NUC1325.33 보다 높으므로 그 차액인 NUC15.77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때 CTM이 적용된 두 도시명을 Fare Calculation 란에 표기하여 CTM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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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REP-BKK-HKT-SEL (Y/CLS)									
운임마디 : HKT

2. SEL-HKG-CAN-SEL ( Y/CLS )										
운임마디 : HKG

3. SEL-IST-X/FRA-LON-SIN-SEL										
운임마디 : LON

4. SEL-PAR-MAN-FRA X LON-SEL (Y/CLS)								
Fare Break point : FRA, LON

5. SEL-PAR-MAN-FRA X LON-SEL (Y/CLS)								
Fare Break Point :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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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편도최저운임 One Way Backhaul(BHC)
OW 여정운임 적용 중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사이에 HIP이 존재하는 여정은 편도최저운임 Check을
실시해야 한다. OW여정의 운임계산 시 운임마디 별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임보다 출발지로부터
도중체류지점까지의 운임이 더 높은 경우 편도최저운임Check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Check 이유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편도여정에서 목적지 이후에 운임이 낮은 도시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①

②

SEL

SEL

IST 2382.27

IST

M

///

SELIST

ROM

2382.27

(1) BHC 적용대상 및 운임 적용기준
① 편도여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사이에 HIP이 발생하는 여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편도최저운임 =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HIP 운임 X2) – (출발지/목적지 운임)
=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HIP운임 –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사이의 HIP운임)

(2) BHC 적용 시 유의사항
① 운임마디 별로 실시한다.
② 편도최저운임은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Stopover)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출발지에서 경유지, 도중체류지점 또는 경유지에서 목적지, 도중체류지점 또는 경유지에서 도중체류지점
또는 경유지 사이에 HIP이 발생한 경우는 편도최저운임을 Check 하지 않는다)
④ 편도최저운임은 Round Trip , Circle Trip , 1/2 RT 운임을 적용하는 NOJT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편도최저운임은 Secondary Fare (YO2, Y2) 사용가능하며, 별도의 Stopover Rule Check을 하지 않는다
⑥ BHC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전체여정이 TC1내인 경우
- 전체여정이 ARGENTINA, BRAZIL, CHILE, PARAGUAY, URUGUAY 와 TC2간의 여정인 경우
- 한 운임마디 내 여정이 유럽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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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도최저운임 적용절차
① 운임의 종류를 Check한다. (OW여정/운임)
②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MPM과 Total TPM을 비교하고, EMS를 Check한다
③ Hip Check을 실시하고, EMS가 발생하였다면 HIP 요금에 EMS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④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 사이의 HIP이 존재하는 경우 편도최저운임을 산출 한다.
⑤ 편도최저운임과 ③의 운임을 비교하여 편도최저운임이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며
편도최저운임이 발생한 두 도시를 표시하여 One way Backhaul Check가 적용되었음을 표기한다.
⑥ 편도최저운임에서는 Secondary Fare (YO2 , Y2)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Rule Check는 필요 없다.
예) 여정 : SEL-IST-ROM
① 사용운임 결정 : OW
② Mileage 확인 : 0M

③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 SEL/ROM NUC 2201.39 (TS)
④ Hip Check
구간

운임

지시어

SEL/IST

2382.27(TS)

FQSELIST/NUC-YY

IST/ROM

1228.03 (EH)

FQISTROM/NUC-YY

⑤ SEL/IST에 HIP이 발생하므로 편도최저운임을 Check하여야 한다
- 편도최저운임 = (2382.27 X 2)- 2201.39
		

= (2382.03-2201.39) + 2382.27

		

= NUC2561.15

⑥ SEL/IST HIP운임인 NUC2382.27 보다 편도최저운임이 더 높으므로, 편도최저운임 (NUC2561.15) –
Hip Check완료된 운임(NUC2382.27) = NUC180.88로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고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점의 HIP 적용도시와 출발지에서 목적지도시를 순서대로 기재하여 편도최저운임이 적용되었음을
표기한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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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다음 여정의 공시운임을 계산하시오.
1. SEL-BKK –BOM -DEL (Y/CLS)

2. SEL-LON- GLA-CPH (Y/CLS)

3. SEL-ZRH- X/GVA- CAS- LON (Y/CLS)

4. SEL-SEA- PDX- DFW- LAX (C/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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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UTING 제도(ROUTING SYSTEM)의 이해
4.1 ROUTING 제도(ROUTING SYSTEM)의 개요
ROUTING 제도란 승객이 여행하고자 하는 여정이 이동거리와는 무관하게 ROUTING으로 공시된 여정과 일치하면
전체 여정의 공시된 운임, 즉 출발지에서 목적지간 운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ROUTING제도는 태평양 횡단 노선에 한하여 특정 항공사가 자사노선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낮은
운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며, 해당구간의 여정 작성시 항공편 연결 등의 이유로 특정 경유지가 자주
사용되는 경우나, 항공사의 불리한 노선으로 거리제도(MILEAGE SYSTEM)를 적용한 운임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또는 타 항공사와의 정산 관계상 특정 지점경유 및 특정 항공사 이용조건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결국 ROUTING제도는 거리제도(MILEAGE SYSTEM)를 보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4.2 ROUTING의 종류
(1) Specified Routing
① IATA RULE BOOK에는 ROUTING FARE관련 특정 여정의 형태(출발지,목적지,경유지)가 지정되어 공시되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출발지/목적지간 직행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항공사에 상관없이 적용 방향에 따라 두 도시간 직행공시운임을 적용한다.
Area 3
Between

And

Via

Sapporo
Karachi

Seoul
Seoul

Nagoya/Tokyo
Bangkok/Manila-Tokyo

※위의 도표는 Air Tariff상에서 Area3중 한국과 관련된 Specified Routing만 발췌한 내용이다.
- 적용여정
a) KHI-BKK-TYO-SEL 또는 V.V (Vice Versa-역방향)
b) KHI-BKK-SEL 또는 V.V
c) KHI-TYO-SEL 또는 V.V
d) KHI-MNL-TYO-SEL V.V
e) KHI-MNL-SEL V.V
f) KHI-SEL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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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여정 : SEL-TYO-SPK
① 사용운임결정: OW
② MILEAGE 확인

③ Specified Routing 적용되어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2) 여정 : SEL-TYO-MNL-KHI
① 사용운임결정: OW
② MILEAG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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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pecified Routing 적용되어 출발지에서 목적지운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LINER Routing
① IATA RULE BOOK에는 ROUTING FARE관련 특정 여정의 형태(출발지, 목적지, 경유지)가 지정되어 공시되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출발지/목적지간 직행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여정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운송항공사에도 제한을 두어 적용방향에 따라 두 도시간 직행 공시운임을
적용한다.
③ 여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중간 경유도시는 생략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정을 거슬러 되돌아가거나 지정된 경유도시 외에는 다른 도시를 추가 할 수 없다.

1) LINER ROUTING 사용방법
① 운임마디를 기준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 공시 운임의 Routing Fare여부를 확인한다.
② 해당 Routing Fare의 Routing Map을 확인한 후 승객의 여정과 항공사가 해당 Routing 규정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임을 적용한다.
③ 해당 항공사의 Booking Class를 확인한다.

2) LINER ROUTING 사용 시 유의사항
① Routing 요금은 Mileage Check, Hip Check가 불필요하다.
② Routing은 한쪽 방향으로 공시되어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③ Routing은 반드시 공시된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며, 여러 항공사가 공시된 경우에는 승객 임의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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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UTING 운임 사용절차
1단계) 출발지에서 목적지구간에 적용 가능한 운임확인
FQSELATL01MAY/NUC-OZ

☞구
 간운임 조회 시 각 운임종류의 오른쪽 끝에 RTG PA01, PA02, PA03으로 보여짐					
해당 Routing은 다음의 지시어를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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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ROUTING MAP확인
RD1*RTG 또는 RD5*RTG 또는 RD9*RTG

☞ OZ항공의 ROUTING운임이므로 항공사가 지정되지 않은 태평양횡단구간은 반드시 OZ항공을 이용한다.
☞ EKXEE9KR 은 SEL 에서 ATL도착까지 LAX, NYC, CHI, SFO 경유 가능하다.

a) LAX 경유하는 경우 : DL, OZ CODESHARE, UA항공
b) NYC 경유하는 경우 : DL, UA항공
c) CHI경유하는 경우 : OZ CODESHARE, UA항공
d) SFO 경유하는 경우 : UA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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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중간 경유지 항공사 BOOKING CLASS 확인
RB1LAXATL-DL

☞ RBD: RESERVATION BOOKING DESIGNATOR 등록 유형에 우선순위가 있다

1. REQUIRED WHEN AVAILABLE
2. PERMITTED
3. REQUIRED
위의 화면에서 PERMITTED 와 REQUIRED 가 보여지면 순위에 의거 PERMITTED로 보여지는 E/V CLASS를
사용하고 해당 CLASS의 자리가 없으면 X CLASS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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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OUTING 적용사례 (OZ항공 - 미주 Routing)
예제) SEL-LAX-NYC-SFO-SEL
출발일:01JAN, 6개월 체류
1단계>OZ 이원 한 구간까지 운임마디 설정-NYC을 운임마디로 설정						
2단계> 운임마디 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Routing 확인
① FQSELNYC01JAN/NUC-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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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D1*RTG

☞ EHXEE9KR 은 SEL 에서 NYC도착까지 LAX, SFO, CHI, SEA 경유 가능하다

a) LAX 경유하는 경우: B6, OZ CODESHARE , VX
b) SFO 경유하는 경우: B6, OZ CODESHARE , VX
c) SEA 경유하는 경우: AS, B6, OZ CODESHARE
d) CHI 경유하는 경우: B6, OZ COD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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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운임마디 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적용운임 및 Rule 확인						
(주중/주말 , Stopover, Transfe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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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해당 노선의 해당 항공사 Booking Class확인
① OZ항공 BOOKING CLASS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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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유 항공사 BOOKING CLASS조회

☞ OZ CODESHAR FLIGHT 의 CLASS는 OZ 항공 Booking Class 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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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여정운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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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1) SEL-LAX-CHI-NYC-SEL(출발일:

, 체류기간:

2) SEL-X/LAX-YVR-X/LAX-SEL(출발일:

, 체류기간:

3) SEL-X/NYC-BOS X LAX-SEL(출발일:

6) SEL-X/CHI-CID-CHI-SEL (출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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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4) SEL-LAX-SEA-WAS-NYC-SEL(출발일:
5) SEL-NYC-BUF (출발일:

)

)

, 체류기간:
, 조건:학생

)
)

, 조건:학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