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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예약/발권 시스템과 호텔, 렌터카 예약 등 여행사 CRS(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인터넷 실시간 항공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내 최고의 여행포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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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특징 

(1) 개요  

Sabre Red 360 의 CSL(Content Services for Lodging)은 기존 Sabre GDS 에서 제공하던 호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호텔 공급업체(Aggregator)의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호텔 예약 

기능이다. CSL 은 검색된 호텔의 정보 및 요금 등의 콘텐츠를 표준화된 데이터의 형태로 하나의 

화면에 노출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GDS 

 
호텔 공급업체 

(Aggregator) 

 
- Booking.com: 현재 APAC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 중 

- Bedsonline: 2020 년 하반기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시장에 Commissionable Rates 제공 

예정이며, 그 외 시장은 향후 Net Rates 제공 예정 (미정) 

- Expedia:  2020년 4분기 중 적용 예정 

 

 

(2) Sabre Red 360 화면 구성 

 
위 화면은 Manual Command 입력 기준의 화면이며, 우측 상단 Command Helper 를 누르면, 

항공과 호텔을 포함한 그래픽 모듈이 아래와 같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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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기호 

특수기호 명칭 

¤ CHANGE 

¥ CROSS OF LORRAINE 

§ END ITEM 

 
 

(4) 특징 

기존 호텔 예약 기능과 비교했을 때, Sabre Red 360의 CSL 기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그래픽 위주의 UI 

Sabre Red 360에서는 Command Helper Bar의 항공, 호텔, 카 모듈과 각종 Apps 등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Work Area(작업 공감)에서도 패널(Panel)과 위젯(Widget)를 활용한 그래픽 위주의 UI를 통해 검색,  

요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패널(Panel) 

응답 화면 우측 Ｖ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패널이 생성되면서 관련 정보를 추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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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Widget) 

패널에서 제공 된 정보 중 일부 내용을 클릭하면 위젯(Widget)을 통해 별도의 팝업을 생성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위치 기반 검색 기능 강화 

 Command Helper 의 Hotel 모듈에서 특정 지역을 검색 했을 때, 해당 지역 및 인근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스크롤 내리면 [Points of Interest]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주요 명소 정보를 

제공하여 호텔의 위치 조건을 구체화하여 검색할 수 있다.  

 위치 정보를 입력하면 위치 관련 공항 및 인근 도시, 지역 리스트를 제공한다.  

 스크롤 바를 내리면 [Points of interest] 항목으로 위치 내 주요 명소 리스트를 제공한다. 

 

또한 지도를 통한 위치 제공 서비스가 강화되어 호텔 조회 결과 화면의 상단 [Map]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 왼쪽에 실제 지도를 제공하여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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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좌측 상단 +, - 아이콘이나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 

 지도에 표시된 가격 정보를 클릭하면 우측 해당 호텔의 패널이 활성화된다.  

 

③지시어의 제한적 사용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CSL로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지시어 기반의 Legacy 

Hotel System에서 제공하던 전체 지시어 중 일부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불가 지시어] 

지시어 내용 

HOD[체인코드] 특정 호텔 Chain 정보 조회 

HOT** 호텔 Availability 조회 후, 이전 Hotel list화면 재 조회 

HOD* 이전 HOD 화면 재 조회 

HRD*[라인번호] 특정 요금을 지정하여 조회 

사용이 불가한 지시어를 입력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지시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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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텔 공급업체(Aggregator) 콘텐츠 사용 신청 절차 

CSL 을 통해 호텔 공급업체(Aggregator)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호텔 예약(Segment)을 

진행하면 호텔 공급업체와 여행사 별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커미션이 산정된다.  

 
계약 절차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되지만 여행사가 세이버 설치 담당자에게 호텔 공급업체 콘텐츠 

사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설치 담당자를 통해 모든 신청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여행사에서는 여행사 계정으로 수신된 호텔공급업체의 ID 정보 메일만 세이버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또한, 호텔 공급업체와 기존에 진행 중인 계약이 없는 여행사는 호텔 

공급업체로부터 계약 관련된 안내 메일을 전달받게 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계약 진행 및 공급업체 ID제공과 관련된 절차는 호텔 공급업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다.)  

 

◎CSL 활성화 여부 확인 방법 

CSL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면 시스템 내 [Hotel] 탭을 클릭했을 때 [Address Search]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Address Search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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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Program Manager  

Tool Bar 의 [Admin] → [Hotel Program Manager]를 클릭하면 새로운 탭이 활성화되며, 시스템 

내에서 해당 페이지로 연동되어 접속이 가능하다. HOTEL PROGRAM MANAGER 페이지에서는 

호텔 체인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확인 및 협정 요금 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Notifications: 호텔 체인에서 전송하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MSG Queue로 전송되던 내용) 

Hotel Programs: HIC Table 생성 

 

협정 요금을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시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진행 절차 및 관련 

지시어는 교재 4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코드 및 각종 정보 조회 

코드화 되어있는 도시나 공항, 호텔 코드를 Full name 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기능을 

Decode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Full name을 각각 코드로 조회하는 기능을 Encode라고 한다.  

 
시스템에서는 업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의 체인과 함께 호텔이 위치한 공항, 

도시, 국가 및 통화 등을 코드화 하여 사용하며, 위 기능은 지시어 또는 Encode/Decode Apps 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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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호텔의 객실 타입이라는 동일한 정보를 지시어와 Encode/Decode Apps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한 결과 화면이다. 

 

[지시어(DU*/HTL/TYPES) 직접 입력]        [Encode/Decode Apps 사용] 

 
 

(1) 지시어를 사용한 조회 

■호텔 체인 전체 리스트 조회 

지시어 

DU*/HTL/VENDORS 

■Room Type 코드 조회  

지시어 

DU*/HTL/TYPES 

 

■호텔 체인 코드 조회 

구분 지시어 예시 

Encode W/-HL<호텔 이름> W/-HLFOUR SEASON HOTEL 

Decode W/HL*<체인 코드> W/HL*FS 

 

■국가 코드 조회 

구분 지시어 예시 

Encode HCCC/<국가 이름> HCCC/FRANCE 

Decode HCCC/<국가 코드> HCCC/FR 

 

■주(State) 코드 조회 

구분 지시어 예시 

Encode HCC<주 이름> HCCFLORIDA 

Decode HCC<주 코드> HCC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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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코드 조회 

구분 지시어 예시 

Encode W/-CC<도시 이름> W/-CCSEATLE 

Decode W/*<도시 코드> W/*SEA 

 

■통화 정보 조회 

구분 지시어 예시 

모든 국가 통화 정보 DC*CUR DC*CUR 

특정 국가 통화 정보 DC*DUR/[국가명 첫 글자] DC*DUR/K 

통화 단위 환산 (KRW→USD) DC#[현재통화][금액]/[환산통화] DC#KRW128880/USD 

 

■주요 도시 코드 정보 

일본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TOKYO TYO NRT, HND  YONAGO YGJ  

OSAKA OSA KIX,ITM  MIYAZAKI KMI  

FUKUOKA FUK   KUMAMOTO KMJ  

NAGOYA NGO   SAPPORO SPK CTS 

HAKODATE HKD   NIIGATA KIJ  

HIROSHIMA HIJ   OKAYAMA OKJ  

KOMATSU KMQ   AKITA AXT  

OKINAWA OKA   KAGOSHIMA KOJ  

MATSUYAMA MYJ   OITA OIT  

TAKAMATSU TAK   NAGASAKI NGS  

FUKUSHIMA FKS   AOMORI AOJ  

SENDAI DSJ   ASAHIKAWA AKJ  

TOYAMA TOY      

 

중국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BEIJING BJS PEK  YANJI YNJ  

QUNGDAO TAO   NANJING NKG  

SHENYANG SHE   HANGZHOU HGH  

DALIAN DLC   SANYA SYX  

CHANGCHUN CGQ   JINAN TNA  

SHANGHAI SHA PVG,SHA  XIAMEN XMN  

GUANGZHOU CAN   KUNMING KMG  

HARBIN HRB   WUHAN W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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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JIN TSN   HANGSHA CSX  

YANTAI YNT   SHENZHEN SZX  

GUILIN KWL   WEIHAI WEH  

CHONGQING CKG   HAIKOU HAK  

CHENGDU CTU   TUNXL TXN  

XIAN SIA XIY     

 

동남아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BANGKOK BKK   PHUKET HKT  

HONGKONG HKG   CLARK CRK  

SINGAPORE SIN   SUBIC SFS  

KUALA LUMPUR KUL   PENANG PEN  

TAIPEI TPE   KOTA KINABALU BKI  

MANILA MNL   LANGKAWI LGK  

CEBU CEB   SIEM REAP REP  

JAKARTA JKT CGK  PHNOM PENH PNH  

HO CHI MINH SGN   CHIANG MAI CNX  

HANOI HAN   KOH SAMUI USM  

KAOSHIUNG KHH   MACAU MFM  

 

대양주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GUAM GUM   DARWIN   

SAIPAN SPN   AUCKLAND   

SYDNEY SYD   CHRISTCHURCH   

BRISBANE BNE   CAIRNS   

ADELAIDE ADL   WELLINGTTON   

MELBOURNE MEL   QUEENSTOWN   

PERTH PER   KOROR   

 

서남아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MUMBAI BOM   COLOMBO CMB  

BANGALORE BLR   KARACHI KHI  

DHAKA DAC   CHENNAI MAA  

YANGON RGN   KATHAMANDU KTM  

DELHI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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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AMSTERDAM AMS   ATHENS ATH  

BRUSSELS BRU BRU,ZYR  PARIS PAR CDG,ORY 

COPENHAGEN CPH   ROME ROM FCO 

FRANKFURT FRA   GENEVA GVA  

ISTANBUL IST   LONDON LON LHR,LGW,LCY 

MADRID MAD   MUNICH MUC  

MILAN MIL MXP,LIN  VENNA VIE  

STOCKHOLM STO ARN  HELSINKI HEL  

ZURICH ZRH   BARCELONA BCN  

VENICE VCE   PRAGUE PRG  

 

중동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ALMATY ALA   TEL AVIV TLV  

BAHRAIN BAH   BEIRUT BEY  

DUBAI DXB   CAIRO CAI  

TEHERAN THR   ABU DHABI AUH  

DOHA DOH   ISTANBUL IST  

 

미주/캐나다/남미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Los ANGELES LAX   HOUSTON HOU IAH,HOU 

SAN FRANCISCO SFO   LAS VEGAS LAS  

SEATTLE SEA   VANCOUVER YVR  

HONOLULU HNL   GALGARY YYC  

CHICAGO CHI ORD,MDW  TORONTO YTO YYZ 

NEWYORK NYC JFK,EWR,LGA  MONTREAL YMQ YUL 

WASHINGTON WAS DAC,IAD,BWI  MEXICO CITY MES  

ATLANTA ATL   LIMA LIM  

DALLAS DFW   BUENOS AIRES BUE EZE 

BOSTON BOS   SANTIAGO SCL  

MINNEAPOLIS MSP   SAO PAULO SAO 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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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ABUJA ABV   NAIROBI NBO  

CAPETOWN CPT   LAGOS LOS  

JOHANNESBURG JNB   HARARE HRE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도시명 도시 코드 공항 코드 

KHABAROVSK KHV   ULAANBAATAR ULN  

ST PETERSBURG LED   VLADIVOSTOK VVO  

MOSCOW MOW SVO,DME  SAKHALISK UUS  

TASKHENT TAS      

 

기타 휴양지 

휴양지 공항코드 

발리 DPS 

솔로몬 군도 HIR 

족 자카르타 JOG 

보라카이 KLO에서 선박 이용 

몰디브 MLE 

피지 NAN 

사모아 APW 

타히티 PPT 

빈탄 SIN에서 선박 이용 

 

(2) Encode/Decode App 사용 

기본 구성화면에서 Helper App -> [Encode/Decode]를 실행하면 항공사, 공항, 호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원하는 명칭 및 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①HELPER APPS의 Encode/Decode 을 실행한다.       ③Encode/Decode 조회 방향을 체크한다. 

②상위 Category를 선택한다.                        ④검색한 명칭 또는 코드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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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NR 개념 및 작성의 흐름 

PNR (Passenger Name Record)이란 예약을 요청한 승객의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호텔 예약 기록을 

말한다. Hotel PNR은 호텔 여정만 단독으로 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공 여정이 있는 PNR에 

호텔 여정을 추가하는 형태로도 예약을 진행 할 수 있다.  

 

 
 

2) 여행사 정보 입력 방법  

호텔 여정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사 주소와 승객 이름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호텔 여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약(BOOK) 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하다. 여행사 정보는 STAR, Profile 및 W Field 기능을 통해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다수의 여행사가 Sabre Profile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1) STAR  

순서 구분 지시어 예시 

1 여행사 주소 입력 

-여행사 프로파일 조회 

-여행사 주소 자동 입력 

 

N*¤ 

NM 

 

N*¤ 

NM 

2 승객 이름 입력 -<성>/<이름> <TITLE> -HONG/GILDONG MR 

 

(2) Sabre Profiles  

Command Helper Bar의 [Profile] 버튼 또는 Manual Command Bar의 Profile 아이콘을 클릭하여 

Agency Profile을 검색한 뒤, Copy to PNR 버튼을 눌러 PNR로 Moving 할 수 있다.  

 

[STEP 1] Profile 조회 

 Command Helper 활성화 상태에서 Profile 모듈을 실행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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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anual Command 활성화 상태에서 우측 Profile 버튼을 누른다.  

② Profile 유형을 [Agency]로 변경한다.  

③ PNR에 입력하고자 하는 특정 Profile 이름을 아는 경우에 입력한다.  

④ Search Profile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에 부합하는 Profile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다.  

 

[STEP 2] Profile 선택 및 Copy to PNR 

복수의 Profile 정보가 조회될 때에는 하나의 Profile 을 선택하고, 하나의 Profile 이 조회된다면 

내용을 확인한 뒤에 Copy to PNR 버튼을 눌러 PNR로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STEP 3] PNR로 Moving된 내용 확인 

Profile 정보가 PNR 로 이동하고 나면 *A 지시어를 입력하여 Address Filed 에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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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기능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지시어와 GUI 기능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① N*¤ 입력 (프로파일 조회) → Copy to PNR 클릭 

 
 Profile Name 을 지정하지 않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므로 복수의 Profile 정보가 존재할 때에는 

특정 Profile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② N*<Agency profile name> 입력 → Copy to PNR 클릭  

N*[Agency profile name]은 복수의 Profile 등록되어있고 그 중 특정 프로파일을 지정하여 검색할 

때 사용하는 지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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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NM 입력 (Profile 조회 및 PNR Moving까지 완료) 

 
 

(3) W-address 

Profile 에 여행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 예약을 진행해야 할 때, W Field 를 

이용하여 여행사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W Field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W 지시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Add to PNR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W 지시어 사용 

지시어 예시 

W-[address line1]¥W-[address line2] 

¥W-[address line3] 

W-ABC TRAVEL¥W-26F CENTROPOLIS A 

¥W-UJEONGKUK-RO JONGNO-GU 

¥W-SEOUL KOREA ZIPCODE 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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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dress를 입력하기 위한 지시어를 PF KEY에 저장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Command Bar 우측 PF Keys 버튼을 누른다. 

②아래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③Edit 메뉴를 선택하여 PF Keys 편집 창을 활성화한다. 

 

 

 

 

 

④미사용 중인 PF 

 번호를 지정한다. 

⑤내용을 입력하고 

Save 버튼으로 

해당 지시어를  

저장한다. 

 

  PF Keys label: PF Key의 이름으로 하단 PF Key 메인 화면에 노출 

  PF Keys description: PF Key 내용 설명 

  PF Keys command: PF Key를 눌렀을 때 실제 입력되는 지시어 

  우측 상단 ^Enter 아이콘을 클릭하면 PF Key 를 누른 뒤 E Enter 혹은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시어가 자동 전송된다.  

 

PF Key 설정이 완료되면, F5 Key 를 눌렀을 때 저장해놓은 여행사 주소가 자동 전송되어 *A 를 

통해 해당 내용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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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rip Summary → Add to PNR 기능 사용 

 
. 

 

 

 

 

 

 

 

 

 

 

 

4. Command Helper 

 

 

 

 

 

 

 여행사 주소와 함께 투숙객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텔 예약이 불가하므로 

Profile 및 승객 이름 입력을 진행한 뒤에 호텔 예약을 진행한다.  

 

1) 호텔 검색 (Search) 

Command Helper Bar 를 실행하여 Hotel 모듈에 접속하면 GUI 를 통해 호텔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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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면 내용 

① 

Hotel Search 지역을 기준으로 기본 호텔 조회 

Address Search 주소 정보를 입력하여 호텔 조회 

Hotel Property Search 호텔 고유번호를 알 때 사용하는 조회 기능 

-Sabre Property Number 입력: Sabre GDS 콘텐츠 검색 

-Global Property Number 입력: 전체 콘텐츠 검색  

Sabre GDS+호텔 공급업체(Aggregator) 

② 

필수 입력 항목 위치(도시 코드, 공항, 유명 명소 등으로 조회 가능), 

체크인/아웃 일자, 투숙 인원 정보 

선택 입력 항목 호텔 체인 코드, 호텔 이름, 협정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Clients 

ID 입력 

 

항공 여정이 생성되어 있는 PNR을 조회하여 호텔 여정을 추가할 때에는 Trip Summary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실행 된 Hotel Search 모듈에서는 PNR 상의 여정 및 승객 정보를 

기준으로 호텔 위치 및 체크인/아웃 일자, 투숙 인원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호텔 예약을 희망하는 구간(SEG)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간에 추가할 수 있는 각종 옵션이 보여지는데, 이 중 Add  

hotel을 클릭하면 구간의 도착지 및 도착일 등을 기준으로  

Hotel Search 모듈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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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PNR의 도착지 (SIN), 도착 일자(2월 20일), 다음 구간의 출발 일자(2월 20일), 승객 

인원(1명)의 정보가 입력된 Hotel Search 기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호텔 조회 응답 화면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화면 내용 

① 

LHR 호텔 검색 시 지정한 도시 코드 

※도시를 클릭하면 호텔 모듈이 생성되어 위치 변경 후 재 

조회가 가능하다. 

Tue,15 Sep 2020 … 체크인/아웃 일자 

5 nights 총 숙박 일수 

② 

Map 호텔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Filter 호텔 체인, 제공 물품, 숙박 비용, 거리 등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다시 필터링 

Sort 가격, 거리, 호텔 체인 순으로 검색 결과 재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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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iamond 선호 호텔이나 프리미엄 등의 태그 

④ 

Sheraton Heathrow .. 호텔 이름 및 간단한 호텔 정보 

※ Hotel Search 결과 화면 중 호텔 체인 로고 대신 Sabre 로고가 

보이는 경우는, 해당 호텔이 Sabre Synxis (체인코드 YX)임을 표기한 

것이다.  

(2004년 Sabre가 신시스 중앙예약시스템(Synxis Reservation System)을 

인수) 

 
1.99 Miles NW 공항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로부터의 호텔 거리 및 방향 

⑤ 각종 아이콘 호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⑥ 

★ 4.0 호텔 등급 

※여러 업체에서 평가한 호텔 등급의 평균값으로 제공하는 

SABRE의 점수 

⑦ 
SIE 협정 요금 (Client ID) 입력했을 때, 호텔에서 해당 협정 요금을 

제공하는지 여부 

⑧ 

SABRE 요금 제공업체 

USD 제공 금액의 통화 단위 

※미지정 시 여행사가 속한 국가의 통화 단위로 제공 

297.66 1박 기준 요금 

※요금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른 공급 업체의 요금도 확인 가능 

⑨ Panel 호텔 패널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호텔 정보 및 관련 사진 

⑩ View Rates 해당 호텔의 상세 객실 정보 및 요금을 확인 

⑪ Show more results 다음 화면 조회 

 

2) 호텔/요금 조회 (Browse Results/View Rate) 

호텔 조회 응답 결과에서 특정 호텔을 지정하여 패널을 열면 호텔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 View Rates 버튼을 누르면 해당 호텔에서 제공하는 객실 별 요금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패널 상의 호텔 정보 및 관련 사진과 함께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릭을 통해 위젯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패널 우측 하단 View Rates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호텔의 객실 정보와 함께 상세 요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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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면 내용 

① SPECIAL SAVING 호텔에서 정한 요금 이름 

② Refundable 환불 가능 여부 확인 

③ 

GBP 99.00 Per night 호텔이 위치한 국가 기준의 화폐 단위 및 1박당 요금 

※아래와 같이 요금 우측에 * 표시가 있다면, 숙박 일자 별로 

이용 요금이 다른 경우이다. *를 클릭하면 일자 별 상세 숙박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④ GBP 297.00 Tax/Surcharge 포함한 전체 숙박에 대한 대략적인 요금 

⑤ 
Commission ON (Green): Commission 제공 ※클릭하면 % 확인 가능 

OFF (Grey): Commission 미제공 

객실 요금 별로 패널을 열면 요금과 함께 환불 규정 및 개런티에 대한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화면 내용 

① 숙박 요금, Tax, Service Fee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 

② 
객실 정보 및 요금에 포함/불포함 되는 서비스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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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소, 개런티를 포함한 각종 규정 

④ [Full Rate Details]를 누르면 요금 및 규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 가능 

 

3) 호텔 예약 (Book) 

요금 조회 패널의 우측 하단 [BOOK] 버튼을 누르면 호텔 예약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인 

승객, 지불 수단 및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된다.  

 
 

필수 입력 사항인 투숙객 정보, 카드 및 카드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 [BOOK]버튼을 

누르면 예약 화면(*A) 에서 확약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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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면 내용 

① 호텔 여정의 상태 코드(HK 확약) 및 확약 번호  

② 기본적인 호텔 정보, 체크인/아웃 날짜, 객실 수 및 전체 숙박 일수.  

③ 일박 당 요금 및 대략적인 전체 금액 

④ 객실 타입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요금 코드와 지불 카드 정보 

⑤ 투숙객 정보 

⑥ 호텔이 전송한 정보 (별도의 전송 내용이 없는 경우 노출되지 않음) 

⑦ PNR 조회 버튼  

 

위 화면은 Sabre GDS에서 Contents를 제공하는 호텔 예약을 진행했을 때의 예약 화면이고, 호텔 

공급업체인 Aggregator를 제공 호텔을 예약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된다. (호텔 공급 

업체마다 화면의 구성은 다를 수 있다.)  

호텔 공급업체를 통한 예약 완료 화면에서 예약 상태 코드는 PN 으로 생성된다. 최종 저장을 

통해 예약이 완료되었을 때 호텔 공급업체에게 해당 내용이 전송되며, 그 이후에 상태 코드는 

확약(HK)로 변경된다.  

 
 

호텔 예약을 시작할 때 여행사 주소 또는 승객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예약 

진행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생성된다.  

 
Add to PNR 버튼을 누르면 누락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새 창이 생성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Add to PNR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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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 메시지가 생성된다. 

 
 

 

4) PNR 저장 및 조회 (End and Display PNR) 

사이드 패널의 Trip Summary 의 [End&Retrieve]버튼 또는 지시어(E)를 통해 PNR 최종 저장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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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완료하면 Command Helper Bar 의 [PNR] 모듈을 통해서도 호텔 여정이 포함 된 PNR 을 

조회할 수 있다.  

 
[Classic Style] 

 
 [Graphic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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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 및 취소 (Modify/Delete) 

예약 된 항목 중 할인 및 적립에 관한 투숙객 정보, 지불 수단, 추가 요청 서비스, 투숙 일자 

등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수정 및 취소는 PNR 을 조회한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Trip Summary 기능의 Hotel 항목을 통해서 

수정/취소 새 창을 바로 생성할 수 있다.  

 
 

(1) 수정 

호텔 여정이 작성 된 PNR 을 조회하면 우측 하단에 수정을 위한 [Modify] 버튼이 생성되며, 해당 

버튼을 누르면 ①투숙객 정보, 지불 수단, 추가 요청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는 Modify Details 과 

②투숙 일자를 수정할 수 있는 Change Dates 두 개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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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Details] 화면 

 
 

[Change Dates] 화면 

   
 

투숙 일수, 체크아웃 일자를 수정한 뒤 [Change]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창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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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의 여정 정보에서 실제 투숙 일자 및 체크아웃 일자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저장을 위해 

[End&Retrieve]버튼을 누르면 최종 저장 및 반영이 완료된 PNR을 확인할 수 있다.  

 

 
 

 
 

(2) 취소 

PNR의 여정(Itinerary) 탭을 보면 우측 중앙에 [Delete] 버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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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면 어떤 여정을 삭제할 것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각 여정의 좌측에 체크 박스가 

생성된다.  

 
 

삭제할 여정을 체크한 뒤에 [Delete]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삭제 작업을 재확인하기 위한 

창이 생성된다.  

 
 

호텔 여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뒤에 최종 저장을 위해 [End&Retrieve] 버튼을 누르면, PNR 

여정 상에 최종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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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후에는 취소 번호(CX- )가 생성되는데, 이는 PNR 의 [TRAVELER INFORMATION] 탭에서 

취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취소 번호가 없으면 취소 요청이 호텔에 정상적으로 전달, 처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No-Show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호텔에서는 여행사 귀책 사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소 후에는 반드시 취소 번호(CX- )를 확인해야 한다.   

 
 

◎ Aggregator(공급업체) 요금 선결제 방법 

Aggregator(공급업체) 중 Booking.com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선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 단, 선결제 가능 요금은 예약 완료 후 환불이 불가하다.) 

 

1. Hotel Search  

Hotel Search 기능 중에서 호텔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Hotel Property Search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한다.  

 
 하단 Refundable only는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조회한다.  

 

2. 호텔/요금 조회 결과 화면 필터 

Hotel Search 응답 화면의 특정 호텔 및 상세 객실 정보 및 요금을 조회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 

[Filter] 기능을 통해 취소 규정 항목 중 [Non-refundable]을 체크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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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 규정 확인 

Non-refundable 적용 후에 예약을 희망하는 객실 요금의 패널을 활성화 했을 때, Additional 

Details 항목에서 Pre-Payment 내용이 노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터 적용 후에 Non-refundable에 해당하는 객실 요금만 노출된다.  

 

 
 해당 객실 요금의 Additional details 조회하면 하단에 Pre-payment(선결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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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 정보 입력 

[Book] 버튼을 눌러 결제 창이 활성화 되면, Reservation 화면에서 Card Guarantee/Card Deposit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투숙객 또는 여행사의 카드 정보를 입력한다. 단, 여행사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I(Supplemental Information) 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선결제를 위해 여행사 법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화면이다.  

 

 

CSL에서는 Manual Command를 통해 지시어를 이용한 호텔 예약 작업이 가능하다. 단, 지시어 

중심의 기존 호텔 시스템에서는 결과 화면도 모두 텍스트로 제공되던 것과 달리 CSL 에서는 

지시어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그래픽 모드로 결과 화면이 제공되므로 Manual 

Command와 Command Helper 기능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호텔 검색 (Search) 

지시어 예시 

HOT[도시 코드]/[체크인]-[체크아웃날짜][인원] HOTDFW/05MAY-07MAY1 

HOT[도시 코드]/[체크인]-[숙박일]NT[인원] HOTDFW/05MAY-2NT2 

 

 
 

 2) 호텔/요금 조회 (Browse Results/View Rate) 

지시어 예시 

HOD*[라인번호] HO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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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검색 결과 화면에서 특정 라인 번호를 지정하여 호텔/요금 조회 지시어를 입력하면,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객실 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객실 요금 별 패널에서는 상세 요금 내역 및 객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취소, 환불 규정 및 

개런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BOOK]버튼을 

클릭하거나 호텔예약 매뉴얼 지시어를 입력한다.  

 
 

3) 호텔 예약 (Book) 

지시어 예시 

0H1¥[라인 번호]/G[카드 코드][카드 번호] 

EXP▲MM▲YY-카드 소지자 

0H1¥1/GAX111122223333444EXP 12 02-KIM 

호텔 예약 지시어를 매뉴얼로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한 팝업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내용을 확인 한 뒤에 [BOOK] 버튼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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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 한 뒤에 [BOOK] 버튼을 누르면, 호텔 예약 PNR 생성과 함께 Confirmation 

Number가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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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NR 저장 및 조회 (End and Display PNR)) 

구분 지시어 예시 

저장 및 조회 E 

ER 

E 

ER 

PNR 조회 *예약 번호 *ABCDEF 

 

Segment 1 은 호텔 공급업체(Aggregator)를 통해 예약하고, Segment 2 은 Sabre GDS 를 통해 

예약한 뒤에 PNR을 조회한 결과 화면이다.  

 
  

구분 화면 내용 

Segment 1 

호텔 공급업체를 통해 예약 

Segment 2 

Sabre GDS를 통해 예약 

① 

7B: Booking.com 

7H: Bedsonline 

7E: Expedia 

호텔 체인 코드 

② 0000000로 노출 호텔 코드 번호  

③ 제공하지 않음 객실 타입 및 요금을 조합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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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 및 취소 (Modify/Delete) 

(1) 수정 (Modify) 

■체크인/아웃 일자 변경 

지시어 예시 

HOM[Seg 번호]D/[체크인-아웃일자] HOM1D/02JAN-03JAN 

또는 

HOM1D/02JAN-1NT 

※체크인/아웃 일자 중 하나만 변경하더라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체크인(02JAN), 아웃(04JAN) 일자의 2 박 투숙 일정을 1 박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시어를 입력하면 

여정 상에 체크아웃 일자가 03JAN 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PNR 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E 또는 ER 지시어로 최종 저장한다.  

 
 

■선택사항 추가 또는 변경 

지시어 구분 예시 

HOM[Seg 번호]O/[Optional Info] Guarantee 카드 변경 HOM1O/GAX37…..EXP …. –KIM 

Extra Person  HOM1O/EX-1 

Rollaway(Extra Bed) HOM1O/RA-1 

Crib HOM1O/CR-1 

■선택사항 취소  

지시어 예시 

HOM[Seg 번호]X/[Optional Info] HOM1X/EX/R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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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Delete) 

구분 지시어 예시 

특정 호텔 구간 취소 X[구간 번호] X2 

전체 호텔 구간 취소 X[호텔 코드] XFS 

PNR의 모든 여정 취소 XI XI 

예약 취소 후에는 반드시 General Facts Field에 생성되는 예약 취소 번호(CX- )를 확인해야 한다.  

 

 
 

 

Trip Case는 여행사 사용자와 여행객을 위해 예약한 항공/호텔 등의 정보는 물론 여행지의 날씨, 

지도, 여행객의 과거여행정보 등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Trip Summary의 Add to PNR 또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여행자에게 Trip Case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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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 to PNR 활용 

Trip Summary 의 [Add to PNR]를 누르거나, 조회한 PNR 의 [TRAVELER INFORMATION] 탭에서 

[Add to PNR]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 창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좌측 [Add to option] 목록에서 Emil을 선택하면 수신자, 발신자, 참조 수신자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우측 [+] 버튼을 누르면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이메일 주소 입력을 완료한 뒤에 EM 지시어를 입력하면 해당 이메일로 Trip Case 여정표가 

전송된다.  

 
 

2) PE 지시어 활용 

구분 예시 

받는 사람 이메일  PE￥ABC@T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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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이메일  PE￥ABC@TEST.COM￥FR/KIM TEST 

참조 수신자 이메일 PE￥ABC@TEST.COM￥CC/LEE TEST 

언어 선택 PE￥ABC@TEST.COM￥¤E 

PE￥ABC@TEST.COM￥¤K 

전송 EM 

※ SR 360에서는 _ (under bar)를 ==으로 입력해야 한다.  

(shift key를 누른 상태로 – hyphen을 입력하면 =로 변환된다.) 

 

Trip Case 기능을 통해 전송한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아래의 양식으로 발송된다.  

[이메일 본문]                              [PDF 첨부파일] 

 
 

1) 항공+호텔 PNR 관리 

- Workspace에서 예약한 항공 PNR을 SR 360에서 조회한 뒤, 호텔 여정 추가 

- 항공과 호텔 여정 모두 SR 360에서 예약 

 

2) 호텔 IUR 다운로드  

호텔은 항공과 달리 예약 단계에서 Guarantee 형태로 카드 정보가 입력되며 별도의 발권 

작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IUR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PNR 완성 후 DIT￥DPI 지시어를 

입력해야 한다.  

 

항공 외 별도의 호텔 IUR만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이버에 호텔 IUR 다운로드를 위한 

A-One신청 의사를 밝히면 A-One, A-Load 생성 창에 [HOTEL], [RAW IUR] 항목이 추가된 발권 File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창에서 ①호텔, 렌터카 여정만 있는 경우는 [HOTEL] 체크 ②항공과 호텔 

여정이 함께 있는 경우 [RAW IUR] 항목을 체크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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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p Proposal 개요 

Trip Proposal 은 실제 예약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간단한 클릭을 통해 항공, 호텔, 카 여정 

옵션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이다. 다양한 옵션을 제안 받은 고객이 특정한 여행 

일정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클릭 한번으로 해당 견적 내용을 쉽게 예약할 수 있다. Trip 

Proposal은 유료 기능으로 해당 기능 사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시스템 

사이드 패널에 Trip Proposal 아이콘이 노출된다.  

 

2) Proposal 생성 및 수정 

호텔 검색 후, 객실 및 요금 상세 조회 화면에서 패널을 활성화하면 우측 하단에 [Propose] 

버튼이 있다. [Propose] 버튼을 누르면 Trip Proposal을 진행하여 우측 사이드 패널 Trip Proposal 

아이콘에 녹색 불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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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패널 Trip Proposal 아이콘을 실행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Proposal을 볼 수 있다.  

 Trip Proposal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객 이름, 

Proposal 이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입력하는 

고객 이름은 실제 PNR 상에는 등록되지 않으며, 

Proposal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이름이다.) 

 개별 Proposal 좌측 상단의 TP[숫자]는 이름이 

입력된 승객 인원이 표기되는데, 투숙 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TP1으로 표기된다.   

 개별 Proposal 우측 상단에는 총 금액이 노출된다.  

 Proposal 우측 상단︙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추가 메뉴가 제공된다.  

Book: 예약 진행 

Validate Price: 현재 기준 유효한 가격 재조회 

 

  

 

 

Shop Again: 동일 위치, 투숙 일자, 인원 기준       

호텔 재검색 

Delete: Proposal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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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 [Display] 버튼을 누르거나 지시어 TP*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전체 Proposal 내용을 

작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패널을 활성화하여 상세 정보를 재확인하고, Add 버튼을 통해 

정보를 추가하거나 Delete 버튼으로 Proposal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다.  

 
 

3) Proposal 전송 

작업장에서 Trip Proposal을 조회한 상태이거나, Proposal 사이드 패널을 활성화 해놓은 상태, 혹은 

Command Helper Bar 에서 Proposal 모듈을 실행했을 때에 Proposal 을 공유할 수 있는 [Share] 

버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Proposal 양식이 제공된다.  

 
[Copy] 버튼을 누르면 양식 그대로 메일, 메모 패드 등에 붙여 넣기가 가능하다. 붙여 넣기 한 

Proposal 내용에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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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 및 관리 

Command Helper Bar의 [Proposal] 모듈을 이용하여 현재 PCC 또는 전체 Branch PCC에서 작업한 

Proposal의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다.  

Proposal 상에 승객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 했다면 해당 정보로 검색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Proposal ID나 Agent ID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①Last Name (2글자 이상) 

②Proposal ID (1글자 이상) 

③이메일 (전체) 

④전화번호 (전체) 

 
검색 결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 버튼을 누르면 고객에게 제안했던 견적 내용을 담은 

패널이 활성화 된다.  

 
패널 하단에는 재 조회를 위한 [Shop Again], 현재 기준 유효한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Validate 

Price],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Book] 버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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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Again]                                          [Validate Price] 

 
[BOOK]  

기존 호텔 예약과 동일하게 반드시 여행사 주소 및 승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BOOK] 버튼을 

클릭하면 승객, 지불 수단,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된다.  

   
4) 사용 신청 절차 

Trip Proposal은 유료 기능으로 EPR 당 월 USD 9.00 청구된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세이버 영업 담당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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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013 0HK10FEBHHL 0117965SC003200- LHRDS-OUT11FEB  1NT 
1T1DBA2  505.00GBP/744309KRW/RC-@@@-BA2-R/TTX-25.25/TSC-0.00/HTP-530.25 GBP/TX1-
25.25 VAT GST TAX/DS1-INCLUDES TAXES AND SURCHARGES/CMN-C/CMT-COMMISSIONABLE - 
10.00 PERCENT/TAC-10.00 PCT/AGT99999992/GIK5531460002512435EXP 03 22-HYEYOUNG/NM-
HYEYOUNG CHOI/C01D/HFN-HAYMARKET HOTEL/SI-CF-17965SC003200-  @1 SUFFOLK 
PLACE#LONDON GB SW1Y 4HX#FONE 44-207-4704000#FAX  44-207-4704004  @/7P-  78361

 

CANCEL 1 DAYS PRIOR TO ARRIVA  

- 
- 

- 

- 

M3013 0HK  HHX 01  NRT7B  1  RR-
23100JPY/IN10FEB/OUT11FEB 01NT/HC-100021290/HSC-0000/PPC-UI/HFN-GRAND PRINCE 
TAKANAWA/HSA-3-13-1 TAKANAWA MINATO-KU./HCY-TOKYO/HCC-JP/HPC-108 8612/HPH-81-334-
471111/HFX-81-334-460849/SRC-113/RTC-SUPERIOR DOUBLE RO/INV-  /ABT-/AAF-
23100.00/CPC-01D/CP01-YOU MAY CANCEL FREE OF CHARGE /TAC-0.00 PCT/TSC-2310/SC1-2310 
SERVICE CHARGE/TX1-2100 VAT/GIK5531460002512435EXP 03 22-HYEYOUNG/NM-HYEYOUNG 
CHOI/SI-/CF-287727278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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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26층

T. 02-2127-8933  www.asianasabre.co.kr

항공예약/발권 시스템과 호텔, 렌터카 예약 등 여행사 CRS(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인터넷 실시간 항공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내 최고의 여행포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