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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Travel Agent Service Fee) 란?

TASF 징수 방법

1) TASF의 의미

1. TASF 징수 방법

1) TASF Mask 창 실행하기

2) BSP 대리점의 TASF 서비스 신청 절차

여행사의 서비스수수료 징수 및 정산에 있어 보다 쉽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IATA 에서

BSP 여행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갈릴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가능합니다.

단, 여행사 자체 가맹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TASF와 관련이 없습니다.

- IATA Korea 와  “IATA Travel Agent Service Fee (TASF) Card Settlement

   Reporting Service for IATA Agents”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니시스(INICIS)와 “INIPAY”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esktop 의 툴바 중 Galileo Easy Ticket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이 TASF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TASF 징수 방법

2) TASF 발행 : 카드결제인 경우 3) TASF 발행 : 현금결제인 경우

1 PNR 조회

2 승객이름 / 티켓번호 선택 (티켓번호를 선택하여 TASF 발행 시 ITR에 징수 내역 포함됨)

11 TASF 발행 클릭

10 메모 : 추가 메모사항 (100자까지) 입력 가능 및 TASF 발행 내역에 자동 저장

9 승인받기 클릭하여 승인 (카드승인 후 반드시 TASF 발행버튼을 클릭해야 TASF 발행이 됩니다.)

8 카드정보입력

7 카드구분 : 국내전용 카드만 선택

6 ATR이름/연락처 : PNR을 생성한 대리점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저장

5 통화 : KRW 와  USD 승인 중 선택 가능

4 TASF종류 선택 : Booking, Ticketing, Void, Reissue, Cancel, Refund, Others 중 선택

3 지불수단 선택 : 카드클릭

1 PNR 조회

2 승객이름 / 티켓번호 선택 (티켓번호를 선택하여 TASF 발행 시 ITR에 징수 내역 포함됨)

7 승인금액 입력

8 메모 : 추가 메모사항 (100자까지) 입력 가능 및 TASF 발행 내역에 자동 저장

9 TASF 발행 클릭

6 ATR이름/연락처 : PNR을 생성한 대리점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저장

5 통화 : KRW 와  USD 승인 중 선택 가능

4 TASF종류 선택 : Booking, Ticketing, Void, Reissue, Cancel, Refund, Others 중 선택

3 지불수단 선택 : 현금클릭

※ 현금 발행시 카드입력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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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발행

2. PNR 에서 TASF 발행내역 확인하기 4. 대리점에 부여되는 TASF 티켓번호 확인

3. Daily Sales Report 에서 TASF 발행내역 확인하기

- TASF 발행시 50장씩 자동 부여됩니다.명령어 :

반응 :

명령어 :

반응 :

명령어 :

반응 :

954 9900991800 : 954 Stock 으로 발권된 티켓번호가 TASF 티켓번호

- HMPR/05JAN : 특정날짜 지정 Daily Sales Report 조회시

F로 표시된 티켓종류가 TASF 티켓번호

KRW/30000 : 발행된 금액

- 954 F9900991800 GALILEO/EUNMITEST



TASF 발행

5. TASF 발행내역

TASF 발행 창에서 왼쪽의 “TASF 발행내역” 클릭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실행됩니다.

6. TASF 발행 취소하기

TASF 발행 내역에서 발행 취소할 TASF  티켓을 선택한 후 “TASF 발행취소”를

클릭합니다.

TASF 발행취소는 발행 당일에만 가능하며, 취소완료 시 해당 TASF 티켓번호가

VOID 처리되고, 카드승인 취소까지 동시에 지원됩니다.

3 상세내역

2 기간 : 기간을 설정해서 승인/취소내역 조회가능

1 승인목록/ 취소목록 : 선택조회 가능

4 발행내역조회 : TASF 티켓번호 선택 후 발행 내역조회 클릭시 지불영수증 확인

5 TASF 발행취소 : 발행된 TASF 취소

(발행 취소시 VOID 작업이 이루어지며, 카드승인취소까지 동시에 지원)

TASF번호 발행된 TASF 번호

승인일자 TASF 발행 일자

P N R TASF 발행 PNR

티켓번호 TASF 발행시 E-Ticket 번호 선택해서 발권시 저장

승 객 명 TASF 발행시 선택한 승객명

취소일자 취소된 일자

승인메모 입력한 메모 확인

구분 지불수단

승인번호/ 승인금액/ 카드번호/ 할부 : 카드에 대한 정보

TASF 종류 : TASF 종류를 선택해서 발행시 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

승인ID / 취소ID : 승인 / 취소자의 Sign on ID

ATR PCC / ATR 이름 / ATR 연락처 : PNR을 생성한 대리점 정보

                     (PNR 생성대리점과 TASF 발행대리점이 동일할 경우는 표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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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발행

7. TASF 지불영수증

4 담당여행사 : PNR을 생성한 대리점의 정보

3 카드 가맹정보 : 이니시스,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표시됨

2 발급사 : 발행한 BSP 여행사의 IATA 번호

1 TASF No 및 TASF 징수항목

3 담당여행사 : PNR을 생성한 대리점의 정보

2 발급사 : 발행한 BSP 여행사의 IATA 번호

1 TASF No 및 TASF 징수항목

1) 카드영수증

2)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발행된 TASF 지불 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예) (현금영수증의 예)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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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발행

8. ITR (TASF 발행내역이 포함됨) 9. TASF 영수증 이메일 첨부시

10. 도움말

<ITR에 취급수수료 링크 첨부된 예>

취급수수료를 클릭 후 전송하기를 하면 ITR 상에 아래와 같이 취급수수료링크가

첨부되어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GET 프로그램의 메뉴중  도움말을 클릭하면 TASF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니시스 관리자 홈페이지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발행된 취급수수료 금액과 담당 여행사가 표시됩니다.

- ITR 에 TASF 발행내역이 포함되려면 발권시 반드시 E-ticket 번호를 선택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Tel : 02-3210-2350



TASF 발행

11. TASF 발행시 주의 사항

1) TASF 발행 후 VOID 는 당일에만 GDS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며, 

   당일 이후는 이니시스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환불 처리 해야합니다.

2) ITR 에 TASF 발행내역을 포함하려면 TASF 발행시 

   반드시 E-ticket 번호를 선택 후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화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