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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목적

1) 여정의 변경
• 탑승 구간 전체 혹은 RETURN 구간 일부 변경
2) Fare의 변경
• 공시운임의 변경
• 판매가의 변경
3) 기타 조건의 변경
• 상위 Fare Basis로의 변경(유효기간 연장)
• Class 변경
• 재발행 수수료 징수
4) 운임변경이 없는 단순 탑승일자 변경이나 항공편명 변경 등은 Revalidation 처리 가능
한 범위이나, Revalidation 불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재발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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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진행 시
유의사항

1) Origin 항공권의 운임규정상 재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GDS 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공
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라도 Reissue Charge나 Penalty 징수 여부 및 금
액 확인이 필요하다.
2) New 항공권의 운임변경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Origin 항공권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3) 재발행을 위한 잔여 구간 중 Coupon Status가 OPEN으로 남아 있는 모든 Coupon에
대해 재발행 처리하여야 하며, 복수 항공사의 혼합 여정인 경우 이미 탑승된 구간의
Coupon Status가 “USED” 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재발행을 진행해야 한다.
4) 항공권의 재발행은 승객의 출발 전, 출발 후 시점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르다.
출발 이전

출발 이후

여정변경 등으로 인한 출발 전의 재발행은 최초
발권 시점의 ROE가 재발행하는 시점의 ROE와
달라졌을 시 재발행하는 시점의 새로운 NUC와
ROE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승객 출발 후 잔여구간에 대한 재발행이 필요
한 경우는 최초 발권한 시점의 일자를 기준으로
NUC와 ROE를 적용하여 재발행한다.

5) SABRE를 이용한 재발행 시 추가 금액에 대한 지불수단은 현금과 신용카드의 혼합 지불
이 불가하다.
6) Origin 항공권 발권 시 사용된 운임이 FareX인 경우에는 Fare Record(TFR)상에 할인금
액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재발행 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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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발행 전에 반드시 공시운임으로 재계산하여 변경 저장 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

재발행(REISSUE)

을 진행한다.
7) 재발행된 New 항공권은 항공사 ET Profile에서 허용하는 경우 VOID가 가능하다. New
항공권을 VOID 처리 시 New ETR의 CPN Status는 OPEN에서 VOID로, Origin ETR의
CPN Status는 EXCH에서 OPEN으로 변경된다.
※ ET Profile 조회 기능인 WETP*YY를 통해 CANCEL REFUND/VOID EXCHANGE 가능 여
부를 확인한다.

WETP*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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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발행 절차

발행된 항공권의 이름, 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일반 재발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절차로 해야 한다.
순서

내용

1단계

Origin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규정 조회를 통해 재발행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확인한다.

2단계

PNR상에 수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한다.(이름변경, 여정변경)

3단계

변경된 새로운 여정에 대한 공시운임을 계산하여 FARE RECORD로 저장한다.

4단계

새로 저장된 운임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 처리한다.(기지불 TAX 반영 등)

5단계

Origin 항공권의 정보(TKT 번호, 지불수단, 발행일 등)를 이용하여 재발행을 진행한다.

6단계

PNR을 재조회하여 New 항공권과 Origin 항공권의 ETR을 각각 확인해 본다.

※ 이 중에서 재발행 가능 여부 및 재발행 수수료 징수 여부를 Origin 항공운임 규정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재발행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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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간 공시운임 조회

재발행(REISSUE)

최초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FQ10DEC16SELPAR.TS10JAN17-OZ
발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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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2) 구간 공시운임 조회

재발행(REISSUE)

해당 운임의 규정을 조회하기 위해 규정 메뉴를 통해서 수수료 관련 규정 번호를 확인한다.

RD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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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임규정 상세 조회

재발행(REISSUE)

수수료 규정에 대한 상세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해당 규정 번호 또는 규정 코드를 지정한다.

RD9*16 또는 RD9*PE

12 •

사례별 CASE STUDY

NAME CHANGE_ 운임변경 없음, 출발 전, 재발행 수수료 미징수

예제 1
순서

지시어

내용

*SABRE PNR

변경된 이름을 PNR상에서 수정 처리 후 확인
(항공사별 절차 확인)

*T → WETR*2

Origin 항공권 확인

1단계

2단계

재발행(REISSUE)

04

**W
(FARE RECORD _ J-KEY 이용)

Origin 운임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 처리

3단계

ER

PNR 저장

4단계

*T → WETR*2 → J-KEY 이용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를 이용하여 발권 진행

5단계

*RR → *T → WETR*3

PNR 재조회 후 New ET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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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상에 변경할 승객이름을 수정 처리하고, Origin 항공권 상의 이름과 비교 확인
P

재발행(REISSUE)

1단계

2-1단계

 rigin 운임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 처리
O

Origin 운임을 조회하여 [FARE RECORD] J-KEY를 실행하여 ① 재발행 체크, ② 기지불
TAX에 대한 PD 체크 표시만 반영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14 •

2-2단계

재발행 수정운임 재확인

3단계

재발행(REISSUE)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된 정보 중 PD TAX 처리부분 및 ENDS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NR 저장
P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된 PQ RECORD 배너의 경우 “RATE DESK PRICED”로 변경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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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ORIGIN 항공권 조회 후 J-KEY 이용하여 재발행 MASK 실행

재발행(REISSUE)

ORIGIN 항공권 정보 중 자동으로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확인 후 필요한
발권정보를 추가 입력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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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PNR 재조회 후 NEW ETR 확인

재발행(REISSUE)

승객이름 변경 반영 및 재발행 항공권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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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발행 완료 후의 ORIGIN 항공권 변경사항 확인

재발행(REISSUE)

Origin 항공권의 Coupon Status는 EXCH로 표시되며, 항공사로부터 승인받은 ESAC
(Electronic Settlement Authorization Code)가 하단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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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NAME CHANGE_운임변경 없음, 출발 후, 재발행 수수료 징수(MF TAX)
지시어
*SABRE PNR

1단계

내용
재발행하고자 하는 PNR상에서 이름 수정 처리 후 확인
(항공사별 절차 상이함)

*T → WETR*2

Origin ETR 확인_O/B 구간 탑승완료

W#C#S1

PNR 잔여구간을 이용하여 FARE RECORD 신규생성

**W1
(FARE RECORD J-KEY 이용)

Origin 운임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하면서 New FARE
RECORD 운임으로 입력

3단계

E → *RR

PNR 저장 후 재조회

4단계

*T → WETR*2 → J-KEY 이용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를 이용하여 발권 진행

5단계

*RR → *T → WETR*3

재발행된 New ETR 확인

2단계

1-1단계

재발행(REISSUE)

순서

이름변경 처리된 Origin PNR 확인

LEE/THREE MR 승객의 이름을 LEE/TREE MR로 수정하여 재발행하기 위해 먼저 항공사
절차에 따라 승객의 이름을 수정한다.

Ⅰ. 재발행(REISSUE) •

19

Origin ETR 확인

2-1단계

PNR 잔여구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FARE RECORD 생성

재발행(REISSUE)

1-2단계

PNR상의 잔여구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FARE RECORD를 추가 생성하여 재발행 해야
하기 때문에 W#C#S1 기능을 이용하여 PNR상의 1번 구간(S1)을 지정하면 새로운 FARE
RECORD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여정에 대한 FARE RECORD는
PQ2번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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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단계

New FARE RECORD 운임정보 입력

재발행(REISSUE)

Origin 운임인 PQ1 운임을 기준으로 ② 여정별 운임내역을 잔여구간 기준으로 입력하고,
③ 운임금액 및 TAX 내역에서 재발행 체크 및 기지불된 TAX를 PD로 체크하며, ⑤ 운임계산
세부내역은 Origin 여정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수정 없이 사용한다. 단, OZ의 경우 재발행
수수료를 MF라는 TAX 코드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④ 와 같이 추가되는 재발행 수수
료를 운임정보상에 기입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된 New 여정에 대한 운임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①과 같이 PQ2번에 해당하는
FARE RECORD인 2번 운임을 지정한 상태에서 MASK 하단의 [전송]을 선택한다.

수정된 New 여정에 대한 FARE RECORD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PQ2 운임기록에 기지
불된 TAX들에 대해서는 PD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된 OZ의 재발행 수수료
MF가 TAXS/FEES/CHARGES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동입력 과정으로 생성
된 FARE RECORD의 경우 “RATE DESK PRICED”로 표기된다.

Ⅰ. 재발행(REISSUE) •

21

재발행(REISSUE)

3단계

PNR 저장 및 재조회

수정된 New 여정에 대한 FARE RECORD를 PNR에 저장(E)한 뒤 PNR을 재조회한다.

22 •

4단계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 실행

재발행(REISSUE)

Origin ETR을 조회하여 <재발행 MASK>를 실행한 후 자동으로 마스크에 반영되는 Origin
항공권 정보 외에 추가로 쿠폰번호, 운임번호, 발권 승객번호 등을 입력한다.
재발행 수수료가 추가 징수되므로 지불수단을 선택하되 추가 금액에는 TAX가 제외된 금
액만을 넣어야 하므로 MF, OB, OD와 같이 TAX로 징수되는 수수료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금액은 0으로 입력한다(항공사별 TAX CODE 확인).
최종적으로 Origin 항공권에 존재하던 ENDS 및 TOUR CODE를 MASK에 동일하게 입력
한 뒤 하단의 [전송]을 선택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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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New 항공권의 ETR 확인

재발행(REISSUE)

PNR 조회로 New ETR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 발권된 항공권
조회를 통해 이름(FIRST NAME) 변경과 재발행 수수료 징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24 •

예제 3

출발일 변경(주중→ 주말)_ 공시운임 및 판매가 증가, TAX 동일, 재발행 수수

료 징수(OB TAX)
재발행(REISSUE)

Origin

ICN – DXB – ICN
EK(9/10) EK(9/20)
(F/B: ULXESKR1 / GROSS:1,081,000원/ NET: 1,000,000원

New

ICN – DXB – ICN
EK(9/15) EK(9/25)
(F/B: ULWESKR1 / GROSS:1,181,000원/ NET: 1,050,000원)
⇨공
 시운임 100,000원 증가 / 판매가 50,000원 증가 / 재발행 수수료 120,000원
징수

순서

지시어

내용

1단계

*SABRE PNR

여정변경 후 PNR 확인

2단계

*T → WETR*2

Origin ETR 확인

3-1단계

**W → W#D → ER

Origin 운임 삭제 후 PNR 저장

3-2단계

WP → WTFR → ER

새로운 여정에 대한 운임 재계산 진행

4단계

**W → J-Key이용_ 운임 입력 수정
→ ER

재계산된 New 운임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 처리.

5단계

*T → WETR*2 → J-Key 이용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를 이용하여 발권
진행

6단계

*RR → *T → WETR*3

재발행된 New ETR 확인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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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확인 후 여정변경 처리(10SEP 출발 → 15SEP 출발로 변경)

2단계

Origin ETR 확인

재발행(REISSUE)

1단계

기존에는 주중 출발 운임인 “ULXESKR1”로 발권되었음이 확인된다.

26 •

3-1단계

Origin 운임 확인과 삭제

재발행(REISSUE)

기존 운임의 FARE RECORD는 여정이 변경된 상황이므로 우측 상단에 *ITIN CHG*가 생성되
고, 그대로 재발행 운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운임은 삭제 처리(W#D)하
고 PNR 저장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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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단계

변경된 여정에 대한 운임 재계산

재발행(REISSUE)

새로운 여정에 대한 운임계산을 위해 일정이 변경된 PNR을 이용하여 자동운임계산을 진
행한 뒤 PNR에 저장한다.
출발일이 주중에서 주말로 변경됨에 따라 주말운임이 적용되어 새로운 FARE BASIS로 변
경되었고, Origin 운임과 비교하여 공시운임 값이 100,000원 증가하였으며 TAX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8 •

4-1단계

새로운 여정에 대한 운임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

재발행(REISSUE)

변경된 여정으로 재발행하기 위한 재발행용 운임 수정을 위해 FARE RECORD에 설정된
J-KEY를 활용하여 <운임생성/수정> MASK를 실행한 후 ① 재발행 운임으로 선택하고, ②
기지불한 TAX 정보의 경우 지불처리(Paid) 적용을 위해 PD란에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③
TAX CODE로 징수되는 재발생 수수료인 OB TAX는 추가로 징수될 수 있도록 CODE와 금
액을 입력한다(재발행 수수료 징수방법은 항공사 규정 확인).
위와 같이 수정사항을 순서대로 반영한 뒤 가장 하단의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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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단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된 결과 확인

재발행(REISSUE)

MASK로부터 전송된 운임정보가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새로운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
된다.
PQ1로 저장된 운임상에 새로운 여정에 대한 공시운임(BASE FARE), 추가로 TAX CODE로
지불되는 재발생 수수료(120000OB), 그리고 기지불된 TAX(PDXT)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0 •

5단계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 이용하여 재발행 진행

재발행(REISSUE)

Origin ETR을 조회한 후 J-KEY 메뉴 중 <재발행 마스크>를 실행하면 기본적인 ORIGIN
항공권 정보가 MASK상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로 ① 재발행 대상 쿠폰번
호, ② 재발행 운임번호와 승객번호, ③ 추가 징수되어야 하는 판매가 증가분인 50,000원과
지불수단을 입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ORIGIN 항공권에 입력되어 있던 ENDS 사항을 ④에
입력한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TAX CODE인 OB로 징수되는 재발행 수수료 금액은 FARE RECORD상에 이미 징수되
어 있으므로 발권 시 지정되는 지불수단으로 자동 지불 반영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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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재발행 항공권(New ETR) 조회

재발행(REISSUE)

TICKETING FIELD상에 새롭게 발행된 항공권 항목을 선택하여 <ETR 조회>를 통해 New
TKT의 ETR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① 변경된 출발 및 탑승 일자, ② 새로운 출발일에 따른 변경운임 FARE BASIS, ③ 추가로
징수되어야 하는 판매가 50,000원과 OB TAX로 징수되는 재발행 수수료 120,000원의 합계
가 총 추가 지불금액으로 표시되었으며, ④ ORIGIN 항공권 정보, ⑤ OB TAX로 징수된 재
발행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TAX 정보가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

참고

재발행 완료 후 Origin 항공권의 변화

재발행(REISSUE)

재발행이 완료된 후 ORIGIN 항공권의 경우 COUPON STATUS가 “EXCH”로 변경되고,
ETR 하단에 항공사로부터 재발행에 대한 승인코드인 ESAC(SETTLEMENT AUTHORIZATION)
이 전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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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후 여정변경 - 공시운임 증가, TAX 증가, 재발행 수수료 징수(MF TAX)
출

예제 4

재발행(REISSUE)

Origin

ICN – FUK – ICN
OZ(2/22)

OZ(3/5)

(F/B: EHEE2KR/AP3 / GROSS: 320,000원(PRIVATE FARE) / TAX: 37,900원)

New

ICN – FUK X NRT – ICN *ICN-FUK 탑승 후 IN-BOUND 변경*
OZ(2/22)

OZ(3/5)

(F/B: EHEE2KR/AP3 / GROSS: 360,000원(PRIVATE FARE) / TAX: 54,500원)
⇨공
 시운임이자 판매가 40,000원 증가, TAX 16,600원 증가, REISSUE CHRG MF로
징수

순서

지시어

1단계

*SABRE PNR

여정변경 반영된 PNR 조회

2단계

*T → WETR*2

ORIGIN ETR 조회 및 탑승구간 확인

FQ08JAN16SELFUK22FEB16-OZ
3단계

ⓐ과거발권일

ⓑ과거출발일

RD2*PE
4단계

5단계

FQ08JAN16SELFUK22FEB16-OZ#HR
FQ08JAN16SELTYO22FEB16-OZ#HR
NEW 여정으로 GK 여정 작성 후 →
WPAOZ#B08JAN16
ⓐ과거발권일

34 •

내용

ORIGIN FARE의 페널티 규정 확인
(과거운임 조회)
과거운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NEW 여정에 대
한 전체 운임계산 내역을 재계산함
과거 TAX 계산을 위해 임의로 GK PNR을 별도
생성하여 참고로 활용(PNR 저장 안 함)

6단계

**W

ORIGIN FARE RECORD를 확인하여 여정변경
후 운임과의 차액 여부를 확인함

7단계

WPOK#S2(저장운임 있을 경우_자동)
W#CR#S2(저장운임 있을 경우_수동)
W#C#S2(저장운임 없을 경우)

변경된 잔여 여정에 대한 운임 생성을 위해
PNR상의 구간번호를 이용하여 FARE RECORD
생성

8단계

**W2 조회 후 J-KEY 이용

생성된 FARE RECORD상에 NEW 여정에 대한
각 항목별 요소를 MASK로 입력함

9단계

**W2

수정된 NEW FARE RECORD 확인

*T → WETR*2 → J-Key 이용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를 이용하여
발권 진행

11단계

*RR → *T → WETR*3

재발행 완료된 NEW ETR 조회

1단계

여정변경 반영된 PNR 조회

2단계

ORIGIN ETR 조회 및 SEL-FUK 구간 탑승 여부 확인

재발행(REISSUE)

10단계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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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ORIGIN FARE 규정 중 PENALTY 확인

재발행(REISSUE)

변경 수수료 규정 확인 결과 IN-BOUND 구간에 대한 출발 이후 시점에 진행되는 재발행
시 KRW50000의 수수료가 존재하며, OZ의 경우 MF TAX로 징수한다.

4단계

과거 출발일 기준으로 새로운 여정에 대한 운임내역 계산

FQ08JAN16SELFUK22FEB16-OZ#HR
FQ08JAN16SELTYO22FEB16-OZ#HR

36 •

01 O/B 구간에 대한 과거 발권일 기준의 운임값은 NUC136.13으로 확인된다.

재발행(REISSUE)

FQ08JAN16SELFUK22FEB16-OZ#HR

02 I/B 구간에 대한 과거 발권일 기준의 운임값은 NUC170.17로 확인된다.

FQ08JAN16SELTYO22FEB16-OZ#HR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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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과거 출발일 기준으로 새로운 여정에 대한 TAX 확인

재발행(REISSUE)

가상의 출발일로 새로운 여정구간을 GK로 작성한 후 ER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발권일
지정으로 자동운임계산을 진행하면 추가로 징수해야 할 TAX를 확인할 수 있다.

WPAOZ#B08JAN16

 로운 여정에 대해 징수해야 할 TAX로는 BP 28,000원 / SW 21,200원 / OI 5,300원이 있음이
새
확인된다.

38 •

6단계

ORIGIN FARE RECORD 확인 및 차액 비교

재발행(REISSUE)

ORIGIN FARE RECORD를 확인하면 기존에 징수된 TAX는 BP 28,000원 / SW 9,900원이
므로, 최종적으로 추가 징수해야 하는 TAX는 SW 11,300원 / OI 5,300원임을 알 수 있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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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잔여여정 구간을 대상으로 NEW FARE RECORD 생성 필요

재발행(REISSUE)

SEL-FUK 구간을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정상에 남아 있는 상태이나 재발행 대상 구간
은 3번 NRT-ICN 구간만 해당되므로 3번 여정만 반영되도록 새로운 FARE RECORD를 생성
해야 하며, WPOK#S3 또는 W#C#S3으로 진행하면 PQ2번으로 FARE RECORD가 추가 생성
됨을 알 수 있다.

WPOK#S3 또는 W#C#S3

40 •

8단계

재발행용 운임의 항목별 수동입력

재발행(REISSUE)

재발행용 운임으로 사용될 운임정보 내역을 항목별로 입력해야 한다. ①의 경우 재발행 대
상구간인 NRT-ICN에 대한 F/B, MAX, BAGGAGE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②의 경우 새로
운 여정이 포함된 전체 여정의 NEW 공시운임을 표기해야 하고, ③은 기존 여정에서 지불된
TAX의 경우 PD 항목에 체크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새로운 TAX는 TAX 코드와 금액을 기재
한다. OZ의 경우 재발행 수수료(REISSUE CHARGE)를 MF TAX 코드로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④는 기존 여정을 포함한 새로운 전체 여정에 대한 운임구성 내역을 표기해야 하며, 출발일
이후 발생한 여정변경이므로 적용되는 ROE는 ORIGIN 발권일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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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재발행용 운임의 최종 확인 및 저장

재발행(REISSUE)

수정된 운임내역이 FARE RECORD 항목별로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ER로 PNR
을 저장한다.
TAX 항목 중 PDXT는 기지불된 TAX이고, 그냥 XT로 표시된 항목은 새롭게 추가 징수되
는 TAX와 재발행 수수료인 MF TAX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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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Origin ETR 정보를 이용하여 재발행 발권진행

재발행(REISSUE)

Origin ETR의 J-KEY 중 <재발행 마스크>를 실행하여 발권에 필요한 추가 항목을 입력하
도록 한다.
① 재발행 대상 쿠폰번호, ② 재발행용 운임번호, ③ 재발행 승객번호 등을 지정해 주고,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 중 TAX를 제외한 운임금액을 ④번 항목에 입력하도록 한다.
Origin ETR과 FARE RECORD상에 ENDS 및 TOUR CODE를 비교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⑤ ENDS, ⑥ TOUR CODE로 입력한 뒤 MASK 하단에 있는 [전송] 버튼을 선택
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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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재발행 완료된 New ETR 확인

재발행(REISSUE)

*T → WETR*3

재발행이 완료되면 PNR을 재조회한 후 TICKETING FIELD상의 NEW TKT에 해당되는 항
목번호를 이용하여 J-KEY를 이용하거나 또는 WETR*2/E 등으로 새롭게 발행된 ETR을 조회
하여 반영된 운임정보/발권정보 등을 모두 확인하도록 한다.
FARE 정보상에 표시된 TOTAL 금액과 ADD COLLECT AMOUNT 금액은 추가되는 운임금
액과 TAX 금액을 모두 합한 총 징수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44 •

참고

재발행이 모두 완료된 후 ORIGIN ETR의 확인

재발행(REISSUE)

COUPON STATUS 부분을 확인하면 탑승구간은 USED로, 재발행 대상이 된 구간은 EXCH
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재발행 완료에 대한 항공사의 승인번호인 ESAC가 ETR 하단에
생성되어 있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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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전 Class 변경 _ 운임감소, 환불용 EMD 발행
출

예제 5

재발행(REISSUE)

Origin

ICN – NRT
OZ(3/1) – BUSINESS CLASS
F/B: COW /GROSS: 517,300원 / TAX: BP28,000원

New

ICN – NRT
OZ(3/1) – ECONOMY CLASS
F/B: BLOW2KR /GROSS: 319,000원 / TAX: BP28,000원
⇨운
 임감소분인 198,300원 환불금 발생, TAX 동일

순서

46 •

지시어

내용

1단계

*SABRE PNR
WETR*2/E

변경된 PNR 여정 확인 및 ORIGIN ETR 확인

2단계

**W

ORIGIN FARE 확인

3단계

WP → WTFR → ER

NEW 여정에 대한 운임계산 및 저장

4단계

**W2 → J-Key 이용

NEW 운임을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한 후 PNR 저장

5단계

**W2

NEW 여정에 대한 운임 재조회

6단계

*T → WETR*2 → J-Key 이용

ORIGIN ETR 조회 상태에서 J-Key를 이용하여
재발행 MASK로 발권 진행

7단계

*RR → *T → WETR*3/E
WEMD*4

NEW ETR 조회 및 환불용 EMD 내역 조회

8단계

*SABRE PNR → *T → WEMD*4

EMD 발행 익일에 REFUNDABLE BALANCE
EMD 환불 처리

1단계

변경된 PNR 여정 확인 및 ORIGIN ETR 확인

재발행(REISSUE)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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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ORIGIN FARE 확인

재발행(REISSUE)

기존 여정의 FARE RECORD는 ITIN CHG 상태이면서 CLASS, FARE, NUC 값 등이 모두
ECONOMY CLASS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운임계산 과정을 통해 NEW FARE
RECORD를 생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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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NEW 여정에 대한 새로운 운임계산 및 저장 – NEW FARE RECORD 생성

재발행(REISSUE)

변경된 CLASS 조건으로 새로운 운임계산을 진행하여 PNR에 저장하게 되면 기존 FARE
RECORD에 이어서 PQ2번의 운임으로 NEW FARE RECORD를 생성하게 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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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NEW 여정에 대한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

재발행(REISSUE)

변경된 운임으로 재발행하기 위해서는 재발행용 운임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PQ2번의
FARE RECORD에 설정된 J-KEY를 활용하여 MASK를 실행한 뒤 ① 수정할 운임번호 지정,
② 재발행용 옵션 선택, ③ 기지불한 TAX 정보의 경우 지불처리(Paid) 적용을 위해 PD란에
체크한다.
위와 같이 수정사항을 순서대로 반영한 뒤 가장 하단의 ④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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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된 결과 확인

재발행(REISSUE)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된 NEW 여정에 대한 FARE RECORD의 반영결과를 확인해 보면
TAX 정보와 TOTAL이 공란이면서 PDXT 정보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ARE 배너
는 “RATE DESK PRICED”로 변경되어 있다. 변경된 운임내역 확인 후 PNR을 저장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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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ORIGIN ETR 조회 후 재발행 MASK를 이용하여 재발행 진행

재발행(REISSUE)

ORIGIN ETR을 조회한 후 J-KEY 메뉴 중 <재발행 마스크>를 실행하게 되면 ORIGIN 항공
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MASK상에 반영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기본 정보인
① EXCH CPN번호, ② 운임번호, ③ 발권 승객번호 등을 선택한다.
CLASS의 DOWN-GRADE로 인해 최종적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인 198,300원은
“④ 금액감소 재발행” 항목에 입력하면 NEW E-TKT 발행과 함께 REFUNDABLE BALANCE
EMD가 함께 발행된다. 단, 해당 항공사가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EMD PROFILE 확인).
ORIGIN ETR상에 반영되어 있는 ENDS 및 TOUR CODE가 존재하는 경우 재발행 시 추가
로 재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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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단계

재발행이 완료된 NEW ETR을 확인

재발행(REISSUE)

PNR상의 TICKETING FIELD상에 새로운 NEW TKT와 환불용 EMD 발행항목이 각각
3.TE와 4.ME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TR에 해당되는 3번 항목을 조회해 보면 변경된
ECONOMY CLASS에 준하는 “BHOW2KR” 운임으로 재발행된 NEW TKT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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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단계

환불용(REFUNDABLE BALANCE) EMD 조회

재발행(REISSUE)

TICKETING FIELD의 4번 항목을 이용해서 EMD를 상세 조회하면 환불 금액인 198,300
원이 BASE AMT로 확인되며, 연계 항공권 번호(NEW ETR)가 가장 하단에 “REFERENCED
ELECTRONIC TICKET NUM”으로 발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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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REFUNDABLE BALANCE EMD의 환불처리

재발행(REISSUE)

REFUND용 EMD는 발행 당일에는 환불처리가 불가하므로, 익일에 해당 PNR을 재조회하
여 TICKETING FIELD상의 리스트나 EMD 상세 조회상태에서 J-KEY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환불 처리를 최종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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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L항공 eNCI 쿠폰을 활용한 재발행
D

재발행(REISSUE)

DL, UA 등 일부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e-Voucher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는 해당 Voucher를 증빙용_Origin 항공권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발행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순서

지시어

내용

1단계

*SABRE PNR
3OSI DL MV0060680289937
RC82370212J

PNR상에 항공사로부터 전달받은 e-Voucher상에 기재
된 Certificate Number와 Redemption Code를 입력

2단계

WPADL → WTFR → ER

PNR 자동운임계산 및 저장

3단계

**W1 → J-Key 이용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 *TAX는 PD처리하지 않음

4단계

<재발행 마스크>를 실행하여
발권

할인금액 부분에 e-Voucher 금액을 입력하여 발권.
*Voucher 금액 처리방법에 따라 할인금액 입력이 다름

5단계

*T → WETR*2

발행된 항공권 확인

DL항공의 e-Voucher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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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PNR에 e-Voucher 정보를 OSI 기능으로 입력

재발행(REISSUE)

PNR에 e-Voucher상에 기재된 Certificate Number(MV) 및 Redemption Code(RC)를 입력
한다.

3OSI DL MV0060680289937 RC82370212J

2단계

PNR 자동운임계산 진행 후 PNR에 ORIGIN 기준 운임저장

WPADL → WTFR → ER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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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

재발행(REISSUE)

**W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운임을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J-KEY를 이용하여 운임 생성/수정 마스크로 이동한다. 운임 생성/수정 마스크에서는 <운임
금액 및 TAX 내역> 항목에 대해서만 재발행으로 선택하고, TAX에 대해서는 지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PD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하단의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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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발행 마스크로 발권하기

재발행(REISSUE)

DL 항공의 경우 e-Voucher 금액 처리유형 및 적용된 운임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할인금액 처리부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UA 항공의 경우 재발행 마스크상에 할인
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추가 금액에서 e-Voucher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발권을 진행한다.

01 Voucher 금액을 승객에게 할인해 주고자 할 때 _ 공시운임 그대로 발권 시(SHWON)

e-Voucher(eNCI): 28200(25$)
SHOWN 4778800 + TAX 182700 = 4961500 – 28200 = 4933300(승객 징수액)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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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REISSUE)

항목

내용

①

eNCI 쿠폰번호

②

항상 1로 넣어도 됨(eNCI 쿠폰으로 재발행하는 것이기 때문)

③

항상 CA로 넣어도 됨(Origin 발행이 없었기 때문)

④

발행하는 날짜 입력

⑤

eNCI 쿠폰이용 발행 선택

⑥

할인금액 = eNCI 금액

⑦

Shown 운임

⑧

항공사 지침에 따라 IT 발권 선택

02 Voucher 금액을 여행사 몫(Bonus Com)으로 하고자 할 때_ 공시운임 그대로 발권 시(SHOWN)

e-Voucher(eNCI): 28200(25$)
SHOWN 4778800 + TAX 182700 = 4961500(승객 징수액)
*e-Voucher 금액이 승객 징수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할인금액 = eNCI 금액 / CC 승객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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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Voucher 금액을 승객에게 할인해 주고자 할 때 _ 할인금액 적용 발권 시(DC 입력 발권)
재발행(REISSUE)

e-Voucher(eNCI) 28200(USD25)
SHOWN 4778800(NET2000000, DC2778800) + TAX 182700 =
2182700 – 28200 = 2154500 (승객 징수액)

할인금액 = 항공운임 DC금액(2778800) + e-Voucher(28200) 금액 = 2807000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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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Voucher 금액을 여행사 몫(Bonus Com)으로 하고자 할 때 _ 할인금액 적용 발권 시(DC 입력
재발행(REISSUE)

발권)

e-Voucher(eNCI) 28200(USD25)
SHOWN 4778800(NET2000000, DC2778800) + TAX 182700 =
2182700(승객 징수액)
*e-Voucher 금액이 승객 징수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할인금액 = 항
 공운임 DC금액(2778800) + e -Voucher(28200) 금액 = 2807000 / CC승객징수
카드금액

62 •

참고

재발행(REISSUE)

ETR, AGT CPN, ITR상의 ADC 금액은 Discount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SHOWN FARE와
TAX의 총 금액이 TOTAL로 표시되지만, BSP로 전송하는 발권 데이터에는 Discount 금액이
전송되므로 정산에 문제가 없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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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REISSUE)

주의

 발행 운임수정 시 유의사항_ORIGIN 운임이 FAREX 운임이거나 NET FARE인
재
경우(BX, CX, PR 등)

ORIGIN 운임으로 사용된 FARE REOCRD가 FAREX 운임으로 적용되었거나 특정 항공
사의 ATPCO운임 중 NET FARE로 등록된 운임인 경우에는 재발행 운임 수정 시 운임 재
저장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NET FARE는 DISCOUNT AMOUNT가 자동 입력되어 있는 FARE
RECORD임).

01 NET FARE RECORD인 경우 WPOK 등으로 운임 재저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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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ET FARE RECORD] J-KEY를 통해서 MASK 내에서 운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발행 운
재발행(REISSUE)

임으로 저장을 진행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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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과 같이 팝업으로 제공된 창의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발행용 새로운 FARE
재발행(REISSUE)

RECORD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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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정된 재발행용 FARE RECORD를 조회하여 수정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재발행을
재발행(REISSUE)

위한 발권을 진행한다. 단, ORIGIN ETR상에 존재하던 ENDS 및 TOUR CODE는 재발행 시 재
입력해야 한다.

Ⅰ. 재발행(RE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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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REISSUE)

05
구분

자주 묻는 질문(FAQ)

Q&A
Q> 여정이 변경된 이후 재발행을 위해 운임을 재저장하려고 했으나 FARE
RECORD상에 *ITN CHG*라는 문구가 생성되면서 운임 재저장이 불가합니
다.
A> PQ RECORD의 시스템 배너가 “SYSTEM”인 경우 WPOK로, “MANUAL”이
거나 “AMENDED”인 경우 W#CR로 기존 운임정보를 재저장한 후 재발행 운
임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Q> 이미 출발한 여정인데도 PNR상에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재발행 운임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임수정

A> FARE RECORD를 수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W#C#S2와 같이 잔여구간 중 재
발행 대상 구간을 선택해서 FARE RECORD를 새로 생성한 후 항목별 운임정
보를 MASK로 입력합니다.
Q> 이미 출발한 여정이고, IN-BOUND 구간에 대해서만 재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임수정 시 FARE 값과 FARE CALCULATION은 재발행 구간만 기
재하나요?
A> 아닙니다. 재발행용 FARE RECORD상에 발권구간은 IN-BOUND 구간만 존
재하더라도 FARE와 FARE CALCULATION 내역에는 전체 여정에 대한 운임
기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최초 발권 시 혼합지불을 한 경우, 재발행 시에 최초 항공권의 지불수단 정
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지불수단
(FOP)

A> 최초 지불수단 중 지불금액이 큰 쪽의 지불수단으로 일원화하여 입력합니다.
Q> 재발행 시 추가되는 금액을 혼합지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A> 재발행 시 혼합지불은 불가합니다.
Q> ORIGIN 정보 중 EXCH TKNO와 ORIGIN TKNO는 어떻게 다릅니까?

ORIGIN TKT
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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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 번째 재발행 시에는 ORIGIN 항공권 번호를 EXCH TKNO에 입력하면 되
고, 두 번째 재발행 시에는 첫 번째 항공권 번호를 ORIGIN TKNO에, 두 번
째 항공권 번호를 EXCH TKNO에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Q&A

재발행(REISSUE)

Q> 세 번째 재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TKT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요?
A> 첫 번째 항공권 번호를 ORIGIN TKNO에, 세 번째 항공권 번호를 EXCH
TKNO에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항공권 번호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Q> 재발행 시 승객번호 또는 TKT 번호를 잘못 지정하여 재발행 되었습니다. 후
속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ORIGIN TKT
번호입력

A> 재발행 VOID 가능 항공사의 경우 VOID 후 다시 재발행을 진행하시고, 재발
행 VOID가 불가능한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 후 두 번째 재발행으로
진행합니다.
<승객 및 TKT 번호 지정 오류 재발행 처리 예>
승객 A_ 최초 항공권 번호 123 / 승객 B_ 최초 항공권 번호 124
승객지정을 잘못하여 승객 B로_ORIGIN 123을 연계하여 재발행 → NEW
345로 발행됨.
⇨ 승객 A 이름으로 ORIGIN TKNO 123/EXCH TKNO 345를 지정하여 두 번
째 재발행 진행
⇨ 승객 B 이름으로 ORIGIN TKNO 124/EXCH TKNO 124를 지정하여 첫 번
째 재발행 진행
Q> ORIGIN 항공권이 CONJUNCTION TKT인 경우 항공권 번호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NJUNCTION
TKT의
번호입력

A> EXCH TKNO 항목에는 앞 순서의 항공권 번호만 입력하시고, EXCH CPN
항목에 CPN 번호를 $로 연결하여 1234$12로 입력합니다.(ETR 여정번호가
123456이 존재하는 경우)
Q> ORIGIN 항공권이 CONJUNCTION TKT인데 1st 항공권(4CPN)은 모두 탑승
하고, 2nd 항공권 CPN 2개만 재발행하고자 합니다. 항공권 번호 입력을 어
떻게 해야 하나요?
A> EXCH TKNO 항목에 1st 항공권 번호를 입력하시고, EXCH CPN 항목에
CPN 번호를 0$12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ORIGIN ETR 구간이 6개 존재하는
경우)
Q> OZ STOCK인데 탑승이 종료된 구간의 CPN STSTUS가 OPEN 또는 CKIN인
상태로 남아 있어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A>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제 탑승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쿠폰번호를 지정하여 재발행 마스크로 발
권 진행

CPN STATUS

② ERR: CHECK ETR-ALL OPEN CPNS MUST BE EXCHANGED USE WETR
③ WOUSED 지시어 입력하면 잔여 쿠폰으로 발권 가능해짐
Q> OAL STOCK인데 탑승이 종료된 구간의 CPN STATUS가 OPEN 또는 CKIN
상태라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A> CPN STATUS가 USED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탑승일
자가 급한 경우 항공사로 CTC하여 항공사에서 직접 재발행 받으셔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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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Q&A

재발행(REISSUE)

Q> ENDORSMENT 항목과 TOUR CODE는 재발행 시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발권정보
추가입력

A> NEW 여정에 적용되는 운임의 규정확인을 통해 ENDS 및 TOUR CODE 존재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발권하시거나 항공사로 문의하세요.
Q> MIN·MAX를 모두 공란으로 재발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MIN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MAX은 최소한 한 구간 이상에 대해 MAX 정
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발권이 가능합니다.
Q> 여정변경에 따른 운임의 변동 없이 TAX만 50,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발
권 시 추가 금액 징수부분을 어떻게 표기하나요?

추가금액 입력

A> 운임입력·수정 MASK에서는 추가 TAX에 대해서 PD 체크 없이 금액과
TAX코드를 입력하시고, 재발행 발권 MASK상에서는 추가 금액을 0으로 처
리하시면 됩니다.
Q> 여정변경에 따른 운임은 30,000원이 추가되고, TAX는 50,000원이 추가된다
면 발권 시 추가 금액 징수부분을 어떻게 표기하나요?
A> 재발행 발권 MASK상에서는 TAX를 제외한 추가 금액 30,000원만 입력하시
고 재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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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REISSUE)

06

재발행 관련 지시어

1. 재발행 관련 재운임 계산 지시어
ORIGIN 운임이 AUTO인 경우 운임 재계산(기존 운임 재사용)

WPOK
WPOK#S2-3

ORIGIN 운임이 AUTO가 아닌 경우 운임 재계산(기존 운임 재사용)

W#CR
W#CR#S2-3

2. 재발행 운임 입력/수정(수동) 지시어
이미 지불한(PRE-Paid) Tax가
있는 경우

W#I#Y*EKRW/KRW1160200/PD28000BP/PD23200TS/PD136800YQ

추가 지불해야 할 Tax가 있는
경우

W#I#Y*EKRW/KRW1160200/PD27000BP/PD23200TS/136800YQ

Tax가 없는 경우

W#I#Y*EKRW/KRW1160200/TE

특정 Tax 제외 시

W#I#Y*EKRW/KRW1160200/TEBP(BPTAX제외)/PD23200TS
/PD136800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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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발행 발권 지시어
재발행(REISSUE)

1) 추가 징수가 없는 경우 _ Even Exchange

최초 지불수단이
CASH인 경우

W#T#ET9881234567890/34//02MAR09SEL/17300000#FEFCASH#AOZ
①
②
③
④
#KP0#EO1/NON-ENDS#UN*SP004

최초 지불수단이
CARD인 경우

W#T#ET9881234567890/234//02MAR09SEL/17300000#FEFCC#AOZ
#KP0#EO1/NON-ENDS#UN*SP004

① Coupon 번호(모든 Coupon일 경우 : A로 표시)
② 최초 발행 날짜, 장소
③ 최초 발행지의 IATA NBR
④ 최초 지불 수단 Cash 혹은 Card

2) 추가 징수가 있는 경우 _ ADD Collection

현금 추가 징수 시

W#T#ET9881234567890/A//02MAR09SEL/17300000#FA/CCASH/
50000*EFCA(추가 50000원 현금지불 *최초 지불수단 현금)#AOZ#KP7#EO1/
NON-ENDS#UN*SP004

카드 추가 징수 시

W#T#ET9881234567890/A//02MAR09SEL/17300000#FA/CCCBC9410464
460850000/1210*Z12/50000*EFCA (추가 50000원 카드 지불 *최초 지불수
단 현금)#AOZ#KP7#EO1/NON-ENDS#UN*SP004

※ Tax를 제외한 순수 추가 금액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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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 재발행
(AUTO EXCHANGES)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01

자동 재발행 사용조건

1)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이란 여정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 및 Tax, 기타 추가 비용
(Surcharge, Fees) 징수 여부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재발행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2) 재발행에 사용될 New Fare의 운임규정 중 Rule Category 31의 내용이 Filing되어 있는 경
우에만 자동 재발행 사용 후 New 항공권의 운임 개런티(보상)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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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3) 한국지역 발권 가능 항공사 중 자동 재발행이 가능한 항공사는 다음과 같으며, 구간별로
Category 31 규정의 Filing 여부가 상이하므로 재발행 진행 전에 운임규정을 확인한다.

9W

AA

AC

AF

AI

AM

AT

AY

AZ

BA

BG

BI

BR

CA

CX

CZ

DL

EK

ET

EY

FJ

GA

GF

HA

HR

HU

JJ

KC

KL

KQ

LA

LH

LY

MH

MK

MU

OK

OS

OZ

PG

PR

PS

QF

QR

RJ

SB

SK

SQ

SU

TG

TP

UA

US

VN

MF

9B

AV

HX

NX

S7

YO

NZ

UL

BT

MK

QV

ZH

TK

UN

LX

WY

HM

MD

SA

JL

NH

SB

4) 일반 Private Fare나 Account Code/Corporate ID가 반영된 OZ 상용운임의 경우처럼 할
인금액이 제공되지 않은 Shown Fare 발행 항공권을 기준으로만 자동 재발행 사용이 가
능하다.
(FareX 운임, OZ I-Auth 운임 및 NET/D로 할인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의 항공권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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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02

자동 재발행 기능 요약

구분

78 •

내용

사용대상

•New Fare의 CAT 31 규정이 Filling 되어 있는 경우(개런티 대상)
•할인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Shown운임으로 발권된 항공권

제외대상

•운임감소 또는 Tax 감소 Case(일반 재발행으로 사용)

지불수단

•현금 또는 신용카드(혼합지불은 불가)

기타

•재발행 수수료 자동계산 가능(항공사 Filing 여부에 따라)
•TAX로 징수되는 재발행 수수료의 경우 CODE는 수동으로 입력
•TOUR CODE, IT/BT 발행 여부는 운임상에 자동으로 Filing된 정보로 반영됨(사용
자가 수정 원하는 경우 일반 재발행으로 사용)
•ENDSMENT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OVERRIDE 됨(기존 내용 삭제)

예제 1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03

사례별 CASE STUDY

 정변경 없는 NO ADC _ 이름변경(SPELL CHANGE)
여

여정: SEL – OZ – BKK – OZ – SEL
변경조건: 발권 후 탑승일자 변경

1단계

ORIGIN 항공권 확인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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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2단계

변경된 구간별 탑승일자 확인

왕복여정의 탑승일자는 변경되나 지불운임의 변경은 없는 경우

3단계

NEW FARE의 RULE Category 31 확인 _ 생략 가능

FQSELBKK04OCT-OZ
RD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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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발행 운임의 RULE 조회 시 31번에 Filing되어 있으므로 AUTOMATED EXCHANGES 가능하면
재
서 개런티 대상이 된다.

4단계

ORIGIN 항공권 번호의 J-KEY로 [AUTO EXCH]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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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5단계

 업된 MASK 기본 창에 자동 선택된 항공권 번호를 확인한 후 [운임확인]을 선
팝
택

 ICKETING FIELD상에서 지정된 항공권 번호가 자동으로 팝업되며, 복수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
T
번호를 지정한다. PNR상에 일부 여정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구간번호를 지정해야 하며, 승객유
형이 성인(ADT)이 아닌 경우에는 승객유형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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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계산된 운임 계산내역 확인 및 추가 재발행 정보 입력 후 전송

내용

①

승객유형이 ADT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지정 필요

②

ORIGIN 항공권의 운임

③

재발행될 항공권의 운임

④

ORIGIN과 재발행 항공권의 운임차액 자동계산(NO ADC)

⑤

지불수단 선택

⑥

ENDORSEMENT 입력 : 운임에 이미 Endorsement가 Filing되어 있는 경우, 입력된
내용으로 OVERRIDE 됨 (단, ED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입력됨)

⑦

TOUR 코드 입력 및 IT 또는 BT 발행 여부 선택

7단계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항목

 UTOMATED EXCHANGE 성공 응답을 확인한 후 TICKETING FIELD 및 재발
A
행된 ETR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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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항목

내용

①

재발행 성공응답

②

재발행된 항공권

③

입력한 TOUR CODE

④

변경된 날짜

⑤

입력한 ENDORSEMENT

⑥

NO ADC(추가금액 없음)

Automated Exchanges 진행결과에 따른 PQ RECORD-REISSUE 정보 확인

생성된 PQ Record의 Summary를 조회함
조회된 정보 중 PQ Record–REISSUE 기록을 지정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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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S
*PQR2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Q Summary를 통해 조회된 결과에서 PQR 번호와 PQR TYPE(EXCH EVEN-NO Additional 재
P
발행의 의미)을 확인할 수 있으며 *PQR2와 같이 해당 PQ Record를 상세 조회할 수 있다.

항목

내용

①

Automated Exchanges에 사용된 ORIGIN 항공권 번호

②

재발행 유형이 EXCH EVEN, 즉 차액이 없는 재발행임을 의미함

③

재발행에 사용된 ORIGIN FARE(항공운임 및 TAX 포함금액)

④

추가 징수금액

⑤

재발행 완료된 NEW FARE(항공운임) 및 TAX 정보(기지불 TAX- PD)

⑥

ENDORSEMENT 사항 - 재발행 시 입력된 정보가 반영됨

⑦

재발행 완료된 NEW TICKET의 여정 정보

⑧

재발행 수수료

⑨

TOUR CODE - 재발행 시 입력된 정보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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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예제 2

 LASS 변경으로 인한 공시운임 증가, TAX 동일_ 재발행 수수료를 TAX로 징
C
수

여정: SEL – OZ – HKG – OZ – SEL
변경조건: RETURN 날짜 및 CLASS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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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RIGIN 항공권 확인

2단계

변경된 구간의 탑승일자 및 CLASS 예약상태 확인

TICKETING FIELD상의 J-KEY를 실행하여 [AUTO EXCH] 선택

4단계

AUTO EXCH 마스크 팝업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3단계

 ICKETING FIELD상에서 지정된 항공권 번호가 자동으로 팝업되며, 복수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
T
번호를 지정한다. PNR상에 일부 여정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구간번호를 지정해야 하며, 승객유
형이 성인(ADT)이 아닌 경우에는 승객유형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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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5단계

 경되는 여정조건에 대한 자동 계산된 운임차액을 확인한 뒤 추가 운임에 대한
변
지불수단 및 발권수수료, ENDS 항목 등을 입력한 후 MASK 하단의 [전송] 버튼

을 선택.
※재발행 수수료를 TAX로 징수하는 항공사: OZ- MF, AA- CP, AY- MF 등

88 •

내용

①

ORIGIN 항공권과 재발행 항공권의 운임차액 자동계산

②

자동 Filing된 재발행 수수료 자동반영 *자동반영 시에도 항공사 정책에 따라 코드입
력 필요*

③

재발행 수수료를 TAX로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선택 및 해당 TAX 코드 입력
(TAX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 불필요)

④

지불수단 선택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항목

FARE CALCULATION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선택

⑤

NEW FARE에 대한 TAX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선택

⑥

※TAX 항목이 많은 경우, [TAX 더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확인가능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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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6단계

 UTOMATED EXCHANGE 성공 응답을 확인한 후 TICKETING FIELD 및 재발행
A
된 ETR을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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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AUTOMATED EXCHANGE 성공응답

②

재발행된 항공권 번호

③

변경된 CLASS 및 날짜로 재발행 확인

④

MF TAX로 징수된 재발행 수수료

⑤

ADD(추가) 금액(운임 차액 + 재발행 수수료)

Automated Exchanges 진행결과에 따른 PQ RECORD-REISSUE 정보 확인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7단계

*PQS

생성된 PQ Record의 Summary를 조회함
조회된 정보 중 PQ Record–REISSUE 기록을 지정 조회함

*P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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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Summary로 조회된 PQR TYPE으로 ⓐ EXCH A/C–Additional Collect 재발행, ⓑ
P
REFUND–환불, ⓒ EXCH EVEN–NO Additional 재발행 등이 조회되고 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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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Automated Exchanges에 사용된 ORIGIN 항공권 번호

②

재발행 유형이 A/C, 즉 Additional Collect(추가운임)와 FEEs(수수료)가 있는 재발행임
을 의미함

③

재발행에 사용된 ORIGIN FARE TOTAL(항공운임 + TAX)

④

추가 징수금액 – 재발행 수수료 포함금액

⑤

재발행 완료된 NEW FARE(항공운임) 및 TAX 정보(기지불 TAX- PD)

⑥

ENDORSEMENT 사항 - 재발행 시 입력된 정보가 반영됨

⑦

재발행 완료된 NEW TICKET의 여정 정보

⑧

재발행 수수료

⑨

추가 금액 지불 시 사용된 지불수단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주의사항

AUTO EXCHANGE 진행 시 발권된 운임이 Guarantee가 안 되는 경우
1) 재발행 대상운임이 CAT31 파일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재발행 수수료 금액을 수정한 경우
AUTO EXCHANG에 대한 운임 개런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안내
된다.

개런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은 PQR RECORD 상세 조회 시 하단에 *AUTO
REDIRECT* PRICE-SYS라고 표시되며, 이런 경우에는 재발행에 적용된 운임에 대한
GUARANTEE가 안 된다.
또한 최종 발행된 발권 지시어를 *HT로 확인할 때 [AUTOMATED REISSUE]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발행 항공권의 운임이 개런티 대상에 제외된다.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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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아래의 PQR과 발권 지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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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재발행(PARTIAL REISSUE) _ 공시운임, TAX 동일 _ 재발행 수수료를 운
부
임으로 징수

1단계

ORIGIN 항공권 확인

2단계

여정변경 발생부분 확인 _ RETURN 구간의 일자변경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예제 3

첫 구간은 이미 탑승이 종료되고 미사용된 잔여 구간만 PNR에 남겨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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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3단계

 UTO EXCH 마스크 팝업 후 운임확인 진행
A

 자변경으로 인한 추가 운임징수는 없는 상태이고 재발행 수수료 100000원이 운임으로 추가
일
된 경우이다.

※ 이미 출발한 여정의 구간이 PNR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발행을 진행하는 경우

재발행할 여정번호를 반드시 입력한 후에 [운임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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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전송이 완료된 이후 성공 응답 확인
재

5단계

 ICKETING FIELD 확인을 통해 재발행이 완료된 ETR을 확인
T

항목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4단계

내용

①

남아 있는 Return 여정에 대한 변경된 날짜로 재발행

②

운임에 Filing되어 있는 Tour Code(재발행 시 입력된 “TEST”는 무시됨)

③

Origin 항공권 번호

④

추가징수(ADD COLLECT) 금액 – 운임으로 입력한 재발행 수수료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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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6단계

 utomated Exchanges 진행결과에 따른 PQ RECORD –REISSUE 정보 확인
A

*PQS
재발행 이후에 생성된 PQ Record의 Summary를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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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①

AUTO RFND 또는 AUTO EXCH한 경우에 PQR(PQ RECORD-REISSUE)이 생성되며
해당 내역의 상세 조회는 *PQR2(해당번호)를 이용한다.

②

PQR RECORD 유형: EXCH(재발행) / REFUND(환불)

③

재발행 유형: EVEN - NO ADC 재발행 / A/C - ADD COLEECT 추가 금액 재발행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PQR2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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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항목

내용

①

Origin 항공권 번호

②

재발행 금액 관련 정보 : A/C(운임추가), FEES(운임 및 재발행 수수료 추가 또는 운
임으로 재발행 수수료 추가),

③

추가금액

④

재발행에 사용된 운임정보

⑤

재발행에 사용된 ENDORSEMENT 사항

⑥

재발행 항공권의 여정정보

⑦

재발행 수수료 정보 : 징수금액 / FEE MODIFIED(FEE 수정여부) / 징수유형 – FEE
AS TAX(TAX로 징수) / FEE IN TOTAL(운임으로 징수)

⑧

재발행에 사용된 TOUR CODE

⑨

재발행 항공사

⑩

재발행에 사용된 지불수단

⑪

PRICE-SYS 는 재발행 운임이 CAT 31 파일링된 운임을 사용했음을 표시함

※ 최종적인 운임의 개런티 여부는 최종 재발행 후 *HT에서 발권 지시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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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행 시 유의사항

1) 운임이 감소되는 CASE는 현재 자동 재발행 진행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은 경고창 팝업
후 자동으로 진행과정이 종료되며, 일부 TAX가 감소되는 CASE는 자동 재발행으로 진행
시 운임이 증가하더라도 TAX 환불조치가 별도로 필요해 항공사로부터 ADM 대상이 되므
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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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2) 신용카드 승인 후 발권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화면에 표시된 카드
승인번호를 메모한 후 다시 재발행을 진행할 때 사용하면 된다.

3) AUTO EXCH로 발행된 항공권의 전체운임 자동 환불(AUTO REFUND) 진행 시, 운임 및
사용된 TAX 수정이 불가하므로 임의로 TAX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매뉴얼 환불과정 진행
필요하다.
※ MF/OA/OB/OC/OD/DV/CP와 같은 재발행 수수료 코드의 경우 자동으로 환불제외 대
상 TAX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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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4) 일부 항공사는 재발행 수수료를 EMD로 별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항공사가 아래
와 같이 자동으로 재발행 수수료가 Filing되어 있는 경우에도 <EMD 징수> 버튼을 선택하
여 재발행 항공권에 징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MD 징수는 재발행 완료 후 추가 발행
이 필요하다(대상 항공사: JL, CZ, KL, BA, AF, QF, MH 등).

 발행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았는데 EMD로 징수해야 하는 경우, 상기 메뉴에서는 수
재
수료도 입력하지 않고 EMD도 CHK할 필요 없이 재발행과 별개로 EMD 발행을 진행하면 된다.

Ⅱ. 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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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5) 재발행할 운임에 TOUR CODE가 자동 Filing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발행 시 입력한 TOUR
CODE는 무시되며, IT 및 BT 선택 시에도 항공사 Filing에 따라 IT 또는 BT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항공사의 Filing된 정보가 우선 적용됨).

6) 재발행하고자 하는 운임(NEW Fare)이 Category 31상에 파일링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 자
동 재발행 기능을 이용하여 재발행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운임에 대한 개런티가 적용되
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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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발행(AUTO EXCHANGES)

05

자주 묻는 질문(FAQ)

구분

Q&A
Q> 자동 재발행 시 TOUR CODE를 입력해야 하나요?

1

A> 자동운임 상에 등록된 경우 Override 불가하며 발권 시 자동으로 정보가 반영됩니다. 자동
재발행 MASK상에 TOUR CODE 입력 시 안내 창이 팝업 됩니다.
TOUR CODE XXXXX가 FILING 되어 있어 적용됩니다
단, 자동운임 상에 미 등록된 경우 13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Q> CAT31 미등록 운임에서도 자동 재발행 가능한가요?

2

A> 운임 및 페널티 확인 후 AUTO EXCH MASK에서 수기 입력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단, 발권
된 TKT에 대한 운임 개런티는 불가합니다.
Q> PNR에서 자동 재발행 진행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

A> 운임 및 페널티 확인 후 AUTO EXCH MASK에서 수기 입력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단, 발권
된 TKT에 대한 운임 개런티는 불가합니다.
Q> OZ ARS 인증으로 자동 재발행 가능한가요?

4

5

A> 자동 재발행의 경우 카드번호 12자리 이상 입력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ARS 인증발권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ARS 미인증으로 카드번호 모두 입력하여 자동 재발행 하거나, ARS 인증으로
승인을 따로 받은 후 자동 재발행 MASK 발권 시 승인번호 수동으로 입력하여 발행합니다.
Q> 신용카드 할부 발권이 가능한가요?
A> 자동 재발행의 경우 일시불 결재만 가능합니다.
Q> 오류 응답유형 1: WFRF ENTRY NOT AVAILABLE

6

A> 자동 재발행 기능에 대한 TJR 설정이 INACTIVE 상태입니다. 세이버 담당자에게 PCC 등록
요청 하셔야 합니다. 자동 재발행 기능설정 확인방법 W/AR#*
Q> 오류 응답유형 2: UNABLE TO PROCESS EXCHANGE FOR NET REMIT TICKET

7

A> CAT35상에 NET REMT 등록운임이거나 자동 DISC 금액 입력된 상태인 경우 자동 재발행
이 불가합니다.
Q> 오류 응답유형 3: TICKET NUMBER NOT FOUND IN TICKETING DATA

8

A> 재발행 하고자 하는 항공권이 발권일 기준 13개월이 지난 경우이므로 항공사 ET DB에서
조회가 불가하므로 자동 재발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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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와 AIR EXTRA
2. EMD-S 발행절차
3. EMD-A 발행절차
4. EMD-S REFUNDABLE BALANCE 발행절차
5. VOID와 REFUND 및 기타 지시어
6. EMD 관련 각종 증빙(DOCUMENT) 발행

Ⅲ
EMD 발행

EMD 발행

01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와 AE(AIR EXTRA)

• 항공권 관련 추가금액 징수 또는 금액감소 재발행에 대한 환불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던 VMPD(Virtual Multiple Purpose Document)의 서비스가 IATA 정책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로 변경되었으며 SABRE와
같은 GDS를 통해 발행한 뒤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자동발권 진행 후 BSP를 통한 항공
사와의 정산절차를 가지게 된다.
• 항공사의 부가적인 서비스(추가 수하물, 공항 또는 기내 유료 서비스 등)의 요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용목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 EMD를 발행하기 위한 운임은 EMD-A의 경우 AE(AIR EXTRA) 기능을 통해 ATPCO
에 FILIING 되어있는 서비스 운임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EMD-S
의 경우 자동운임으로 FILING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항목을 MASK를 이용하여 AIR
EXTRA 운임으로 생성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EMD를 발행한다.

(1) EMD의 구분
① EMD-S(Stand Alone): 항공권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EMD로써 항공
권과 관련된 각종 추가금액 징수 또는 금액감소 재발행의 환불처리, 여정변경 및 재
발행 수수료(페널티)를 개별 징수하는 경우에 발행 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관련 운임을
ATPCO에 자동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별도 공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이다.
재발행 수수료를 TAX 코드나 Q-CHARGE로 징수하지 않고 EMD로 징수하는 경우 재발
행(또는 자동 재발행)을 먼저 진행한 후 NEW TKT 항공권 내역을 근거로 EMD-S 발행 기
능을 이용하여 재발행 수수료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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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② EMD-A(Associated): 항공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주로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유형으로
초과 수하물, 좌석배정, 기내 산소통 운반 및 기타 공항이나 기내서비스 관련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ATPCO상에 자동으로 등록해 놓음으로써
항공운임과 함께 계산 및 저장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2) PCC(점소)별 EMD 발행 가능항공사 조회

W/TA*Z0F8
PCC(점소코드)

 MD-A나 EMD-S 발행이 가능한 항공사와 EMD-A 서비스를 통해 유료 좌석배정 서비스 징수
E
를 시행하는 항공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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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별 EMD 및 AIR EXTRA Profile 조회

EMD 발행

항공사별로 허용하고 있는 EMD 및 AIR EXTRA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WAEP*C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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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①

STATUS

EMD-A와 EMD-S의 사용 가능여부(ACTIVE)
1B- SABRE(ABACUS) 시스템 코드

②

MAX COUPONS PER EMD

발행 가능한 최대 쿠폰 개수

③

REFUND EMD

환불가능여부

④

CANCEL REFUND EMD

환불취소 가능여부

⑤

AE TAXES ALLOWED

항공사의 AE TAX 입력허용

⑥

PERMITTED EMD INTERLINE
CARRIERS

EMD 발행이 상호 가능한 협정 항공사

(4) EMD STOCK 확인

DN*PTR
EMD 발행

 은 항공권 번호, ②는 TASF 발행번호, ③이 EMD 발행 시 사용될 다음 순서의 STOCK 번호 정
①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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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02

EMD-S(STAND-ALONE)
발행절차

항공사가 ATPCO에 등록(Filing)하지 않은 항공권 운임의 추가징수나 금액감소의 환불 재
발행, 각종수수료를 EMD-S로 사용하며, 마스크를 통해 관련된 금액을 AIR EXTRA 운임으로
저장한 뒤 EMD-S 발행을 진행한다.
1단계

PNR 조회 후 AIR EXTRA 운임 생성을 위해 EMD-S 마스크 팝업 지시어를 실행

AE#EMD

112 •

2단계

팝업된 EMD-S의 AIR EXTRA운임 생성 마스크에 필요항목을 입력

EMD 발행

 용자가 관련된 서비스 금액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항공사별 정형화된 항목별 발행코드를
사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MASK상에 분홍색 부분은 필수 입력항목이며 ④TYPE OF SERVICE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설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편리하다. 모든 항목 입력 후 하단
에 [전송]을 누른다.

항목

내용

①

EMD 발행항공사 코드

②

EMD 사용도시 혹은 발행도시코드

③

EMD 발행일

④

EMD 서비스의 종류(명칭)

⑤

EMD 서비스 발행목적
- A : Air Transportation
- B : Surface Transportation / Non Air Services
- C : Baggage
- D : Financial Impact
- E : Airport Services
- G : Inflight Service
- I : Individual Airline Use
(EMD 서비스 선택 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됨)

⑥

EMD 서비스 발행목적의 SUB CODE
(EMD 서비스 선택 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됨)

⑦

서비스 요청 항공사
(EMD 서비스 선택 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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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⑧

EMD 제출처(사용공항/도시)

⑨

서비스 발행금액

⑩

발행 화폐단위

⑪

실제 지불 화폐단위

⑫

적용되는 TAX의 금액과 코드
*4개 이상인 경우 [추가 TAX] 버튼 사용으로 추가 입력가능

⑬

EMD 사용 제한사항

⑭

EMD 발행과 연계된 항공권 번호

추가 TAX 입력버튼 내용

4개 이상의 TAX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초과되는 TAX 코드와 금액을 입력 후 [전송]

CX항공의 EMD-S 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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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MD-S 서비스 비용에 대한 AIR EXTRA 운임이 생성됨을 확인한 뒤 PNR 저장

EMD 발행

확인 Click 후 PNR 저장(E 또는 ER) 진행한다.

4단계

PNR 재 조회(*RR) 후 AIR EXTRA 운임 저장내역 확인

*AE

생성된 AIR EXTRA 저장 항목을 확인한다.

STATUS CODE 종류

내용

HN

REQUESTED

HD

CONFIRM & PENDING EMD ISSUE
*EMD 발행이 가능한 상태*

HI

CONFIRM & EMD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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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AIR EXTRA 확인 후 지시어 및 발권 MASK를 이용하여 EMD-S를 발행한다.

EMD 발행

W#EMD*AE1#FCASH
AE운임번호

6단계

PNR 재 조회 및 TICKETING FIELD 조회

*T

 ICKETING FIELD를 통해 항공권 및 EMD-S, EMD-A 등의 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EMD
T
의 경우 항목에서 발행된 결과는 [ME]로, VOID된 결과는 [MV]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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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MD-S 발행결과 확인

WEMD*4 또는 WEMD*T2202610830847 또는 *T상에 설정된 J-KEY 실행
EM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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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03

EMD-A(ASSOCIATED)
발행절차

EMD Profile을 통해 EMD-A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ATPCO를 통해 AIR EXTRA
운임을 Filing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동운임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AIR EXTRA 운임을 저
장한 뒤 EMD-A 발행을 할 수 있다. EMD-A로 발행하는 유형은 각 구간별로 제공되는 좌석배
정 서비스나 산소통 설치, 초과 수하물 등 기내 및 운송 서비스와 연계된 항목이다.

1단계

Air Extra(AE) 운임계산 및 조회

W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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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공운임 계산과 함께 하단에 제공 서비스별 AIR EXTRA 운임내역이 조회된다. 여기서 WTFR로
항
선택 시에는 항공운임만 선택되고 AE 운임은 선택되지 않는다.

WP*AE

WPAE로 계산된 결과 중 항공운임/OB FEE등은 제외하고 AIR EXTRAS 항목만 조회하는 기능이다.

Ⅲ.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발행 •

119

2단계

AIR EXTRA(AE) 운임선택 및 PNR 저장

EMD 발행

AE#1A1
(서비스 요청갯수) (AE항목번호)

 산된 AIR EXTRA 항목 중 EMD-A로 발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항목의 운임을 선택하면서 서
계
비스 요청개수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TOTAL 금액이 반영되어 저장된다. AE 운임을 선택한 후
PNR 저장(E 또는 ER)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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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AIR EXTRA 운임조회

*AE
EMD 발행

 NR상에 저장되어 있는 AIR EXTRA운임을 조회하면 STATUS CODE가 “HN”으로 조회됨을 알
P
수 있으며 STATUS CODE가 “HD” 상태이어야 EMD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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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시어 또는 발권 MASK를 이용하여 EMD-A 발행

EMD 발행

W#EMD*AE1#F*VI4599111122223333/1020*E03*Z12341234#ALH

 불수단을 신용카드로 사용 시 EMD 발행과 함께 동시 승인도 가능하고, 위의 그림처럼 사전
지
승인 후 승인번호 수동입력 발행도 가능하다. 단, 카드발권 시에는 항공사 지정 필수임.

5단계

PNR 재 조회 및 TICKETING FIELD 조회

 MD-A의 경우 사전에 항공권(TE) 발행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TICKETING FIELD 상에
E
[ME]로 확인 가능하고 우측 끝에 A와 S로 구분이 가능하다. VOID된 EMD의 경우 [MV]로 조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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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MD-A 발행결과 확인

WEMD*3 혹은 WEMD*T2202610830841 또는 *T 상에 설정된 J-KEY 실행
EM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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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04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 절차

여정변경에 따른 금액감소로 인한 재 발행의 경우, SABRE를 통해 NO- ADC로 항공권 재
발행을 진행함과 동시에 EMD-S 유형으로 금액감소분에 대한 환불금액을 REFUNDABLE
BALANCE EMD로 발행하게 된다. 단, 발행된 금액감소분에 대한 EMD-S는 오로지 환불을
목적으로 발행된 항공권이므로 ABACUS를 통해 환불처리 시 EMD-S 발행 다음날 환불처리
를 진행해야 한다.
REFUNDABLE BALANCE EMD의 발행으로 기존에는 항공권 재발행과 별개로 환불 금액
분에 대해 V-MPD로 발행한 후 BSP LINK를 통해 RN 매뉴얼 환불로 처리하던 절차가, 항공
권의 재 발행과 함께 동시에 EMD가 발행되면서 BSP 정산절차까지 자동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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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 가능 항공사 확인
2016년 1월 기준으로 AF/AY/AV/BA/BI/BR/CX/JL/KL/LH/MK/NH/OS/OZ/QF/SA/SQ/
EMD 발행

TG/TP 등이 EMD-S 발행으로 처리 가능하며, 각 항공사의 EMD PROFILE 조회를 통해 아래
와 같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AEP*OZ

(2) E-TKT 재발행과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절차

1단계

항공권 일반 재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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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TKT 재발행 마스크를 통해 항공권 재발행 항목은 모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
E

로 입력한 후 MASK 항목 중 [금액감소 재발행]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환불처리를

EMD 발행

진행할 금액감소분을 입력한 뒤 재발행을 진행한다.

 발행 MASK에서의 추가결제금액 FOP는 항공운임 및 TAX가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지불수단
재
을 새로 입력하는 것이며, 금액감소분에 대한 FOP는 ORIGIN 항공권(E-TKT)의 지불수단에 따라
환불처리 가 진행된다.

 -TKT 재발행 완료와 함께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E
있다.

126 •

3단계

 NR 재 조회 후 TICKETING FIELD를 통해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
P
결과를 확인한다.

EMD 발행

*T → WEMD*3 혹은 WEMD*T2202610830400

EMD- S 유형으로 발행된 REFUNDABLE BALANCE EMD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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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일 다음 날 해당 EMD-S를 환불 처리한다.

EMD 발행

*T → 해당 항목의 J-KEY 실행 후 [EMD REFUND 신청]을 실행한다.

(3) 유의사항
① REFUNDABLE BALANCE EMD-S의 환불처리는 반드시 EMD 발행 후 다음 날 진행해야
하며, EMD 발행일과 환불이 동일하게 처리된 경우 BSP 정산 시 판매분으로 인식되므
로 환불에서 누락된다.
② REFUNDABLE BALANCE EMD-S 단독으로는 VOID가 불가하며, 연계된 항공권이
VOID된 경우에만 함께 자동으로 VOID 처리된다.
③ REFUNDABLE BALANCE EMD 발행 시 ENDORSEMENT 사항을 추가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E-TKT 재발행과 동시에 EMD 발행을 진행하지 말고, EMD-S 단독 발행절차
를 사용하면서 연계항공권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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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발행

05

VOID와 REFUND 및
기타 지시어

(1) VOID 진행 및 확인
항공권 VOID 방법과 동일하며 PNR의 TICKETING FIELD와 DQB*EMD를 통해서 VOID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당일 발권된 EMD에 한해서만 VOID 처리 가능하다.

*ABCDEF → *T → J-KEY 실행 후 [VOID] 선택
*ABCDEF → *T → WV3 → WV3
*ABCDEF → *T → WEMD*3 → WEMDV → WEMDV

DQB*EMD를 통해 EMD 발행결과 및 VOID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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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FUND 진행 및 확인
PNR의 TICKETING FIELD에 설정된 J-KEY를 이용하거나 지시어를 통해서 EMD
EMD 발행

REFUND를 진행할 수 있다. 환불이 완료된 EMD는 DQB*RFEMD를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BCDEF → *T → J-KEY 실행 후 [EMD REFUND 신청] 선택
EMD 번호 확인 후 WFRR2202610830844/EMD

환불이 완료된 EMD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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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D 발행 관련 기타 지시어

AE#EMD#N3

승객번호 3번 지정

AE#EMD#T2#N1

항공권 번호 및 승객번호 지정

AE(Air Extra)
운임저장
(WPAE 조회 후)

AE#2A1$3

2개, AE Line No 1과 3

AE#1A2#N3

1개, AE Line No 2, 승객번호 3

AE#1A2#N1$3

1개, AE Line No 2, 승객번호 1과 3

저장된 AE 조회

*AES

AIR EXTRA 상세조회

AE#X1

*AE의 1번 항목 삭제

AE#X1$2

*AE의 1번과 2번 항목 삭제

*HAE

AIR EXTRA 항목 저장관련 History 조회

W#EMD*AE1/3#FCASH

AE 1번과 3번 지정 발행

W#EMD*AE1-3#FCASH

AE 1~3번 지정 발행

W#EMD*AE1-3/5#FCASH

AE 1~3번과 5번 지정 발행

DQB*EMD

EMD 발행내역 조회

DQB*RFEMD

EMD 환불처리내역 조회

DQB*EMD/D10JAN

날짜 지정 조회(10JAN)

DQB*EMD/ACX

항공사 지정 조회(CX)

DQB*EMD/ACX/D10JAN

항공사 및 날짜 지정 조회

DQB*EMD/ACX/D10JAN20JAN

항공사 및 날짜 범위(10JAN~20JAN) 지정 조회

DQB*RFEMD/D10JAN/ACX

EMD 환불처리내역 날짜 및 항공사 지정조회

EMD-S 마스크
팝업 시 선택 지정

저장된 AE 삭제
AE 저장 History 조회
EMD 발행

DQB LIST

EMD 발행

AE#EMD#T2

연결 항공권 번호 지정(*T의 Line No)
*마스크의 연결 항공권번호 항목에 지정한 항공
권 번호가 입력되어 마스크 팝업 됨

(4) EMD 발행 시 주요 오류응답 내용
오류응답

내용

UNABLE TO PROCESS-CORRECT/RETRY-912
INVALID OR MISSING DATA

EMD-S 발행 시, 연결 항공권 번호 필수인데 입력
안된 경우

VERIFY SELECTED AE ITEMS - INVALID
STATUS-1850

저장된 AE 의 STATUS가 발행 가능한 상태(HD)가
아닌 경우

VERIFY SELECTED AE ITEMS-NO ELECTRONIC
TICKET ASSIGNED-1858

EMD-A 발행인데 항공권이 없는 PNR에서 발행

#COMMISSION NOT ALLOWED-RETRY-1982#

Com 징수 불가한 EMD-A 발행인데 Com 징수 지
시어 입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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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 관련 각종 증빙
(DOCUMENT) 발행

EMD를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하는 DOCUMENT로 EMD ITR(PASSENGER ITINERARY&
RECEIPT)과 EMD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DOCUMENT로는

AGT COUPON과 REA 등이 있다.

(1) EMD 통합관리 MASK를 이용한 증빙발행
EMD 통합관리 MASK를 이용하여 EMD 발권내역을 조회하고 관련된 DOCUMENT를 선택
하여 조회하거나 전송이 가능하다.

132 •

EMD 발권내역 조회절차

6번 EMD 통합관리 선택
조회범위를 ID 또는 PCC로 지정
조회기간을 오늘/금월/30일 등으로 지정
조회를 선택

EMD 발행

EMD DOCUMENT
조회 및 전송절차

①
②
③
④

⑤ 조회된 발권내역 중에서 DOCUMENT 조회 대상을 선택
⑥ 조회할 문서유형을 ITR /RECEIPT /AGT COUPON /REA 중에서 선택
⑦ [보기]와 [전송]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를 확인

(2) J-KEY를 이용한 증빙 발행
PNR 조회 후 TICKETING FIELD 조회(*T) 상에서 설정되어 있는 J-KEY를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이 ITR 전송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다.

J -KEY 설정에서 ITR 전송,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행과 동시
에 발송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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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D 발행확인서(I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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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SSUE / AUTO EXCHANGES / EMD
(초 판) 2016년 3월 15일 발행
(개 편) 2018년 1월 31일 발행
발행처┃아시아나세이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금호아시아나본관 25층
Tel : (02)2127-8933, http://www.asianasabre.co.kr
제 작┃리얼프린트
Tel : (02)226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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