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린항공(AE)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
1.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조치
만다린 항공은 좌석초과 판매로 인해 항공권을 구입하신 고객께서 탑승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시,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
고, 이후에도 발생되는 탑승 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겠
습니다.

2. 수하물 피해발생시 조치
만다린 항공 승객의 수하물이 안전하고 정시에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불가
피한 상황으로 수하물의 지연,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국제협약 또는 국
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
다. 그리고 고객의 수하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당사가 승객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 당사는 신고 가액이 위
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안내
대한민국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만다린항공이 중화항공의 자회사로서 모
회사인 중화항공 한국어 홈페이지 및 유선/이메일/팩스 문의를 통해 해당 항공권
의 취소, 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변경시의 제반 규정 및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지연은 항공기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
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다린항공은
이동지역 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발생시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지 역에서의 승객 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
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
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
고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5. 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
만다린항공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판매 후 사업계획변경, 정부의 사업
계획 불인가, 30분 이상의 예기된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등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승객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
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1시간 이내는 공항 내 안내로 갈음합니다. 또 당일
변경을 제외하고 그 변경내용을 만다린항공이 중화항공의 자회사로서 당사의 모
회사인 중화항공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6. 정보제공
만다린항공이 중화항공의 자회사로서 모 회사인 중화항공 한국어 홈페이지 및 이
메일/유선/팩스 문의 등을 통해 해당 항공권의 수하물 요금과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중량 또는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 규정 및 요금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의 모회사인 중화항공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의 기내좌석 배치도는 만다린항공의 홈페이지 http://www.mandarinairlines.com/aboutus_new/fleet_e190.ht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