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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권 관련 문의  

: 에어뉴기니는 BSP발권이 가능하며 현금 발권만 가능합니다. 타 항공사와 결합하여 발권하는 경우 항공사간

의 티켓번호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PX stock으로 발권 시, PX구

간만 단독 발권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PX stock으로 PX구간만 단독 발권 시, 국제선6, 국내선2.5, 국제+국

내선 6컴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싱만 된다면 해당 요금은 사용 가능하며 룰 체크를 해주시고 발권해주

시면 됩니다. 

단, 현재 에어뉴기니는 COVID-19에 영향을 받아 해당 티켓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환불 패널티를 웨이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환불 가능 요금을 권

장해드립니다. 

•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PNR 생성 시, SSR 사항으로 반드시 고객님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SSR CTCM   Preferred Mobile Number 

* SSR CTCE   Email Address 

* SSR CTCR   Customer Declines to provide contact details 

2. 재발행. 

: 재발행 시, 같거나 높은 요금을 사용해주셔야 하며 패널티는 XP code로 징수해 주셔야 하며 패널티는 각 

구간별로 모두 징수하셔야 합니다.  

-예외) O/U 클래스와 같이 Non-refundable 요금을 환불/변경 가능한 다른 요금과 결합하여 발권하는 경우, 

전체 여정이 환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여정으로 변경하시길 원하신다면 해당 티켓을 버리

고 새로 발권하셔야 합니다. 

3. Noshow 

: 아직까지 PX 본사에서 노쇼에 관한 기준을 전달 받은게 없으나, 노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 환불 

예정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노쇼를 내었다면 티켓 status는 NOGO(사용 GDS에 따라 status는 다름)로 바뀌게 되며 추후 변경 및 환불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에어뉴기니 본사로 요청하여 status를 [OK]로 바꾸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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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 기본적으로 패널티는 각 구간별로 징수해주셔야 하며 모든 환불의 경우, 패널티 이외에 핸들링 fee를 추가

로 징수해주셔야 합니다. 핸들링 fee는 출발지 통화 기준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Ex)MNL/POM/MNL의 경우 핸들링 fee는 USD35로 징수 

 

: 단, 환불 불가요금의 경우 환불 가능한 클래스와 결합이 되어 있을지라도 전체 환불 불가(핸들링 fee를 제

한 Tax는 환불가능) 

5. 리라우팅 

: 출발지 통화가 바뀌는 리라우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아래 공지를 보고 숙지 후 재발행 진

행 바랍니다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PX&searchCategoryNo=0&searchC

ategoryCd=PX&boardSeqno=1009&postsGrpId=&postsSeqno=197675&category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

&pageIndex=8&_menuNo=551 

6. COVID-19 관련 문의 

: 현재 에어뉴기니의 경우, COVID-19로 인하여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환불 패널티 웨이버가 불가능하며 1회 

변경 패널티 웨이버만 가능합니다. Class/tax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징수하셔야 하며 변경 패널티 웨

이버를 원하시는 경우 본사에 웨이버 코드를 받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사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고지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PNR 생성 시, SSR 사항으로 반드시 고객님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SSR CTCM   Preferred Mobile Number 

* SSR CTCE   Email Address 

* SSR CTCR   Customer Declines to provide contact details 

7. 비자 및 입국관련 문의 

: 현재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재/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입

/출국 정책이 실시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권을 발권할 예정이 있는 여행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발

권 전, 환승 및 도착 국가의 입국 가능 여부를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 바라며, 비자 문의 역시 대사관을 통하

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http://www.0404.go.kr/dev/notice_list.mofa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PX&searchCategoryNo=0&searchCategoryCd=PX&boardSeqno=1009&postsGrpId=&postsSeqno=197675&category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8&_menuNo=551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PX&searchCategoryNo=0&searchCategoryCd=PX&boardSeqno=1009&postsGrpId=&postsSeqno=197675&category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8&_menuNo=551
https://www.topasweb.com/home/airhomeinfo/AirhomeinfoBoardHomeView.do?infoCd=PX&searchCategoryNo=0&searchCategoryCd=PX&boardSeqno=1009&postsGrpId=&postsSeqno=197675&category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8&_menuNo=551
http://www.0404.go.kr/dev/notice_list.mofa


8. 에어뉴기니 최신동향 확인. 

: 현재, 한국 GSA는 에어뉴기니 본사와 꾸준한 연락을 통하여 현지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책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현지 상황과 갑작스럽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항공사 관련정책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권 담당자 및 고객님들께서는, 발권 전 및 

출발에 앞서 [에어뉴기니 홈페이지 메인] – [News] 페이지와 대사관을 통하여 해당 비행편 이용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어뉴기니 공지 확인 방법> 

 

9. (2020.4.27일 기준) 국내선 이용 시 APTF작성 필수. 

: 모든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사전에 APTF(Air Passenger Travel Form)을 작성하시어 사진이 붙

어있는 신분증과 함께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탑승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선 이용 고객님들은 아래의 카테고리 안에 해당하시는 분만 탑승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국내선 

탑승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발권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i)      Students returning to their usual place of residence or returning to their education institute (one way 

ticket will be issued); 

(ii)    Persons returning to their usual place of residence (one way ticket will be issued); 

(iii)   Essential services 

(iv)  Essential exempted business travel 



(v)    Emergency transpor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patriation of deceased persons 

 

*단, DARU, KIUNGA, VANIMO, WEWAK 구간의 경우 발권 전에 APTF와 신분증 사본을, 

covid19travelpass@airniugini.com.pg 으로 보내시어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승인된 APTF를 프린

트하시어 신분증과 함께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바일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이메일로 사전 승인을 위해 APTF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목에 영문으로 고객님

의 성함과 비행 편 이용 구간, Travel Date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Email Subject : Passenger Mr Alpha Bravo travelling VAI to POM 10MAY20. 

→승인이 거부될 경우 탑승에 거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할 시 환불 패널티 면

제가 불가능하오니 예약 후 APTF서류를 승인 받은 후 발권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해당 정책 및 지역은 사전고지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 전 대사관에 문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APTF 서류] 

https://www.airniugini.com.pg/wp-content/uploads/2020/04/APTF-Version-3.1-28-Apr-20.pdf 

[Air Niugini Travel advice] 

http://www.airniugini.com.pg/travel-advice/ 

 

10. 문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현재 한국 에어뉴기니 GSA는 COVID-19의 여파로 인해 한국사무소 대표번호(02-318-2112)를 통한 업무가  

5월 한 달간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항공권 구매의 경우 에어뉴기니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리며(단, 홈페이지 발권 시 커미션 없음) 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취소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에어뉴기니에 관한 급한 문의는 아래 본사 번호/이메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ll free no : +675 180 3444 or +675 327 3444 (영어)(0800-1600 근무/PNG 기준) 

-E-mail : wecare20@airniugini.com.pg (영어) – disruptions에 의한 문의 

 csc@airniugini.com.pg (영어) – bookings and gener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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