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콴타스항공 여객영업부 입니다. 

 

기해년 희망찬 2019 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콴타스는 여행사 파트너가 요금을 예약하는 방법을 현대화하고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콴타스 채널의 도입으로 유통 모델을 변경한다고 오늘(2019 년 2 월 7 일) 

발표했습니다. 

 

예약 시스템 개선을 위한 콴타스의 광범위한 디지털 전략의 일부인 콴타스 채널은 콴타스와 여행사 

파트너 간의 새로운 협약이며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콴타스 채널에 가입하는 여행사는 기존의 간접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현재 이용할 수 없는, 

NDC 가 지원하는 콴타스 유통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보다 광범위한 요금과 새로운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콴타스는 전 세계 여행사가 콴타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madeus, Travelport 및 

Sabre 와 같은 세계 최대 글로벌 유통 시스템과 제휴하고 있으며, 기타 GDS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Flight Centre, Helloworld, Corporate Travel Management, Carlson Wagonlit Travel, ATPI Voyager, CT Connections, 

Expedia Group, Egencia, Webjet, Consolidated Travel Group, Virtuoso 및 Express Travel Group 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글로벌 에이전시 파트너가  콴타스 채널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며, 콴타스는 다른 

에이전시도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등록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실무자,여행사 소유주 혹은 여행사 본사는 향후 몇 개월 안에 콴타스와 협력하여 콴타스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상업적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승인된 기술 파트너를 통해 콴타스 채널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콴타스 유통 플랫폼의 새로운 콴타스 콘텐츠 및 혜택 이용  

⚫ 호주 출발 여정에 대한 ATPCO 공시 및 독점 요금 이용   

⚫ 현재 GDS 를 통해 제공되는 운임 클래스 보다 더 다양한 운임  

⚫ 콴타스 마일리지 회원 전용 신규 옵션 및 더 많은 혜택과 리워드 제공  

⚫ 특정 항공편을 예약하는 여행사에 대한 보너스 커미션을 포함한 맞춤형 혜택   

 



신규 협약으로 맺어진  콴타스의 새로운 기술은 다양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예약 옵션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행사 파트너를 지원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여행사 파트너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콴타스 채널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콴타스 채널에 등록하지 않는 여행사에 대해 2019 년 8 월 1 일부터 구간당 AUD$17.5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콴타스 채널 등록 방법  

콴타스는 여행사의 콴타스 채널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유통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콴타스 채널에 가입한 글로벌 에이전시 체인에 속한 개별 여행사는 콴타스 채널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콴타스 채널 등록은 글로벌 에이전시 체인 및 티켓 콘솔리데이터/티켓 센터를 대상으로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작되며, 2019 년 4 월부터는 그 외 모든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등록은 콴타스 에이전시 커넥트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8 월 1 일부터 콴타스 

채널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에이전시는 2019 년 6 월 1 일 이전에 콴타스 및 GDS 와의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더 많은 혜택, 이용 약관, 등록 정보 등 콴타스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qantasagencyconnect.com 을 참조하거나 귀사의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콴타스는 여행사 파트너와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고, 새로운 유통 모델의 혜택을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콴타스항공 배상 

 
 

  

 

 

 

* 호주 외 판매 지점의 경우 채널 수수료는 현지 통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apa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qantas.com%2Fagencyconnect%2Fau%2Fen%2Fqantas-channel.html&data=02%7C01%7Cehan%40holidaytours.net%7C22b9d536a4fd4226fa2c08d6a90a44f1%7C6a6eab43ff5748f094784f65ad94891f%7C1%7C0%7C636882259086252980&sdata=agMi9gc4gyaTwMYjQc6hrRViZePhKKZI3SL%2BaBQeUrE%3D&reserved=0
https://apa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qantas.com%2Fagencyconnect%2Fau%2Fen%2Fqantas-channel.html&data=02%7C01%7Cehan%40holidaytours.net%7C22b9d536a4fd4226fa2c08d6a90a44f1%7C6a6eab43ff5748f094784f65ad94891f%7C1%7C0%7C636882259086252980&sdata=agMi9gc4gyaTwMYjQc6hrRViZePhKKZI3SL%2BaBQeUrE%3D&reserved=0
https://apa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qantas.com%2Fagencyconnect%2Fau%2Fen%2Fqantas-channel.html&data=02%7C01%7Cehan%40holidaytours.net%7C22b9d536a4fd4226fa2c08d6a90a44f1%7C6a6eab43ff5748f094784f65ad94891f%7C1%7C0%7C636882259086252980&sdata=agMi9gc4gyaTwMYjQc6hrRViZePhKKZI3SL%2BaBQeUrE%3D&reserved=0
https://apa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qantas.com%2Fagencyconnect%2Fau%2Fen%2Fqantas-channel.html&data=02%7C01%7Cehan%40holidaytours.net%7C22b9d536a4fd4226fa2c08d6a90a44f1%7C6a6eab43ff5748f094784f65ad94891f%7C1%7C0%7C636882259086252980&sdata=agMi9gc4gyaTwMYjQc6hrRViZePhKKZI3SL%2BaBQeUrE%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