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항공 스케줄 변경에 대한 글로벌 면제 정책 

 

2022.11.23 

 

싱가포르항공은 전반적인 네트워크 연결성 개선을 위해 NS23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입니

다. 이로 인해 스케줄 변경 영향을 받는 승객 핸들링시 필요한 글로벌 면제 정책을 아래

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Rebooking 가능 기준 (모든 조건 충족 필수) 

a. 2022년 11월 21일 이전/당일에 싱가포르항공 618 스탁으로 발권한 항공권 

b. 출발 기간 (포함) 내 아래 표에 나열된 싱가포르항공 운항 항공편이 시간/스케

줄 변경, 항공편 취소/기재 변경 (다운그레이드)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항공편 해당 구간 출발 기간 (포함) 

SQ26/25 
SIN-FRA, FRA-JFK, SIN-JFK, 

FRA-SIN, JFK-FRA, JFK-SIN 
2023년 5월 15일~2023년 10월 30일 

SQ28/27 SIN-SEA, SEA-SIN 2023년 6월 27일~2023년 10월 28일 

SQ36/35 SIN-LAX, LAX-SIN 2023년 3월 26일~2023년 10월 28일 

SQ52/51 
SIN-MAN, MAN-IAH, SIN-IAH, 

MAN-SIN, IAH-MAN, IAH-SIN 
2023년 3월 28일~2023년 10월 28일 

 

2. Rebooking 면제 가능 사항 

a. 기존 여행 날짜 전후 7일 이내에서 동일한 RBD로 영향 받는 구간을 

Rebooking 합니다. 동일한 RBD가 없을시, 같은 클래스 내 이용 가능한 차상

위 RBD로 예약합니다. 변경 수수료 및 차액은 면제됩니다. 

b. Re-routing은 변경 수수료 면제와 함께 허용되지만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합니다. 

 

3. Refund 가능 기준 (모든 조건 충족 필수) 

a. 2022년 11월 21일 이전/당일에 싱가포르항공 618 스탁으로 발권한 항공권 

b. 출발 기간 (포함) 내 아래 표에 나열된 싱가포르항공 운항 항공편이 시간/스케

줄 변경, 항공편 취소/기재 변경 (다운그레이드)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항공편 해당 구간 출발 기간 (포함) 

SQ26/25 
SIN-FRA, FRA-JFK, SIN-JFK, 

FRA-SIN, JFK-FRA, JFK-SIN 
2023년 5월 15일~2023년 10월 30일 

SQ28/27 SIN-SEA, SEA-SIN 2023년 6월 27일~2023년 10월 28일 

SQ36/35 SIN-LAX, LAX-SIN 2023년 3월 26일~2023년 10월 28일 

SQ52/51 

SIN-MAN, MAN-IAH, SIN-

IAH, MAN-SIN, IAH-MAN, 

IAH-SIN 

2023년 3월 28일~2023년 10월 28일 

 

4. Refund시 면제 가능 사항 

a. 승객이 대체편을 거부하고 환불을 원할시 전액 환불 (부가서비스 포함) 가능 

 

5. Refund 절차 

a. GDS 예약의 경우 

• 리이슈시 Endorsement 입력란에 아래의 면제 코드를 입력하세요. 

• Refund시 Remarks 입력란에 아래의 면제 코드를 입력하세요. 

b. NDC 예약의 경우 세일즈 오퍼레이션 팀(SQKR_SalesOps@singaporeair.com.sg)

로 연락하셔서 리이슈 또는 Refund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청 서비스 면제 

GDS 

Endorsement  

입력란에 들어갈 

면제 코드 

• 기존 여행 날짜 전후 

7 일 이내에서 동일한 

RBD 로 Rebooking 

• 동일한 RBD가 없을시 

같은 클래스 내 이용 

가능한 차상위 RBD 

예약 

a. 변경 수수료 면제 

b. 차액 면제 

 

AME011122 

• Re-routing a. 변경 수수료 면제 

b. 차액 징수 

AME021122 

• Full Refund a. 스케줄 변경, 항공편 

취소/기재 변경 

(다운게이지) 영향을 

AME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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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항공편에 한함  

b. 취소 수수료 면제 

c. 환불 불가 운임의 

환불 

d. 부분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거리 

비례 배분) 

 

관련 문의는 싱가포르항공 세일즈 오퍼레이션 팀(SQKR_SalesOps@singaporeair.com.s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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