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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Price Quote)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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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Q Record란?

기존에 PNR에 저장된 운임 DATA를 TFR(Ticket Fare Record)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면,
11월 22일에 새롭게 개선되어 적용되는 저장운임 DATA의 형태를 PQ(Price Quote) Record라고 함. 

Ⅰ PQ Record의 이해

① ENDORSEMENT

② 운임상의 승객유형

③
FARE SOURCE 유형
(ATPCO/SITA/FAREX)

④ 발권항공사

⑤ MAX STAY(년도 미포함)

⑥ 항공운임(FARE)

⑦ TAX(개별)

⑧ XT TAX 상세정보

⑨ FARE와 TAX 합

⑩ TOUR CODE/AUTH 번호

⑪ 운임 저장일시

⑫ 운임규정 상의 발권 제한시점

[그림1] 기존 TFR(Ticket Fare Record) 구성 - OLD

① ENDORSEMENT

② 운임상의 승객유형

③ FARE SOURCE 유형
(ATPCO/SITA/FAREX)

④ 발권 항공사

⑤ MAX STAY(년도 포함)

⑥ 항공운임(FARE)

⑦ TAX합계

⑧ 전체 TAX상세

⑨ FARE와 TAX합

⑩ -

⑪ 운임저장 일시

⑫ 운임규정 상의 발권제한 시점

⑬ 승객유형(PDT)

⑭ 승객명

⑮ 운임관련 추가정보 

[그림2] PQ(Price Quote) Record 구성 - NEW

2. 기본 PQ Record 구성비교



3. PQ Record의 특징

 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과 같이 AWAITING REPRICE는 표시되지 않으며 운임 조회 **W 항목 상에 “ITIN CHG”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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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Q Record 유형 사례

[그림3] FAREX FARE가 저장된 경우(DISC금액 별도 표시됨)

1770600
KRW1008600 1519800

● 운임/발권 지시어 변경 없음

● 1회 동시 저장가능한 운임은 최대 7개이며, 
PNR당 최대 운임저장 개수는 99개로 확대

● 운임저장 시 PQ Record상에 승객명을 자동 
LINK하여 운임계산된 승객명 조회됨

● PQ RECORD 유형은 AUTO/MODIFIED/
RATE DESK PRICED로 구분됨.

● 자동운임 보상(Guarantee) 정책 확대 - 
Baggage와  Endorsement만 수정 시 
Guarantee 가능 (단, Baggage는 신규 지시어
인 W#I#LA*BA20K를 이용하여 수정할 때만 개
런티 해당됨 - AGT CPN상에 [FCI02)로 발행
되며 기존의 [FCI00]과 함께 개런티 대상됨]

➋

➊

➌ ➍ ➎

① TOUR CODE
항공사 AUTH

번호

②
DISCOUNT AMT

D 1770600
할인금액

③
NET REMIT

1008600
판매가

④ 511200 TAX

⑤ 1519800 판매가 + TAX



1. 재발행 관련

1)  PQ OPEN 이전에 발행한 항공권을 PQ OPEN 이후에 재발행 하는 경우, 기존 TFR 운임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PQ Record 운
임으로 계산(WP)한 뒤 재발행용 운임으로 수정하여 사용해야 함.  

2) PQ OPEN 이전 저장운임 이용한 재발행 절차

Ⅱ 추가 기능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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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일반 재발행 운임으로 수정된 경우

STEP1 **W#OLD  → PQ 이전 저장운임 조회

STEP2 조회운임 상단의“FARE RECORD”를 눌러서 [운임생성/수정] MASK 팝업

STEP3 MASK내 상단 “신규운임 추가”선택 및“W#C 전송”→ PQ Record 생성을 위함

STEP4

MASK내 “운임입력수정”선택 후 운임저장번호 입력 

 →“여정별 운임내역”에 MIN, MAX 수정하는 경우 년도 추가 DDMMMYY → 

 →“운임금액 및 TAX 내역”에 재발행 선택 및 PD TAX 표기

STEP1 **W → 저장운임 조회 

STEP2 조회운임 상단의“FARE RECORD”를 눌러서 [운임생성/수정] MASK 팝업

STEP3
MASK내“운임입력수정”선택 후 운임저장번호 입력
 →“운임금액 및 TAX 내역”에 재발행 선택 및 PD TAX 표기

3) PQ OPEN 이후 발권된 항공권의 재발행 절차

➊   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 NAME CHANGE 재발행) ⇒ 현재와 동일



       Status가 CHG인 것은 여정변경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WPOK나 W#CR 등으로 재 계산 후 사용할 수 있으며, W#CR 등으로 기존 

운임을 복사한  경우에는 VFC(Verify Fare Calculation)로 조회되므로 해당 PQ Record에 F/B나 NVB, NVA 정보를 추가 입력 후 저
장 진행해야 함. 

       WPNC나 WPNCS등의 최저운임계산 비교 시 DSP로 STATUS가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발권운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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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시어 

지시어 설명

*PQD 삭제된 PQ Record 조회

*PQH 혹은 *PQH2
PQ Record History 조회
*운임수정 지시어 내역포함

*PQR 혹은 *PQR2
(*PQS 후 가능)

Auto Refund 운임내역 조회
(PQR Record)

지시어 설명

**W#OLD
PQ 오픈 이전에 저장된 TFR(Ticket 
Fare Record) 조회

W#I#LA*BA20K
W#I2#LA1/4*BA20K

PQ Record Data 중 Baggage만 수정
(I2 : 운임지정, LA1/4 : 구간지정)
*개런티 적용가능*

승객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PQ Record 전체를 Summary하여 조회하는 기능이며, 삭제된 PQ Record 내역을 확인하거나 Auto 
Refund 결과인 PQR Record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PQ Summary를 먼저 조회해야 함.

*PQS

➋ 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현재와 동일

STEP1 **W → 저장운임 조회 

STEP2 WPOK나 W#CR을 통해 기존 운임을 Copy (PNR 저장)

STEP3 조회운임 상단의“FARE RECORD”를 눌러서 [운임생성/수정] MASK 팝업

STEP4
MASK내“운임입력수정”선택 후 운임저장번호 입력 
→“운임금액 및 TAX 내역”에 재발행 선택 및 PD TAX 표기
→ 필요한 경우“여정 운임내역”이나“운임계산세부내역”수정 

2. PQ Summary 조회 



기능문의 UHD 1588-8444 / 교육문의 02-2127-8932~3 

4. 유의사항

➊  저장운임을 지시어로 수정 시 운임이 하나인 경우 W#I#으로, 운임이 2개 인상인 경우 W#I1# 혹은 W#I2와 같이 수정할 운임의 번호를 
지정해야 함.

➋ 소아 승객유형을 성인운임으로 발권하고자 할 경우에는 PTC를 성인 승객유형으로 변경한 후 반드시 성인운임 재계산과정이 필요함.

➌  사용자가 입력한 발권지시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환하여 실행하게 됨으로 인해 History상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지시어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며 FPT 지시어 저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림 1,2 참조)

[그림2]  FPT 지시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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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발권지시어의 HISTORY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