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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타입 리뉴얼! 3가지의 타입이 NEW 판매 

<당신에게 딱! 맞는 여행을 다니자!> 
 

・ 새로운 운임 명칭은 <심플 피치>, <밸류 피치>, <프라임 피치>  

・ <프라임 파치>는 위탁수하물 2개, 1열 이외의 좌석지정이 무료 

 

Peach Aviation (이하: Peach, 대표이사 및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오늘부터 2종류의 운임 타입

에서, 새롭게 3종류의 운임으로 확대하며 리뉴얼 했다. 

 

 

 

 

 

 

 

 

 

Peach에서는 지금까지 해피피치와 해피피치 플러스, 이 2종류의 운임 타입으로 판매하였는데, 최

근, 당일치기 해외여행, 일탈 여행 이외에도, 통원/간호, 귀성 등의 목적으로 Peach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 등, Peach를 이용하는 고객의 여행의 목적과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여행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3종류의 운

임 타입으로 리뉴얼 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장한 3종류의 운임 타입은, <심플 피치>, <밸류 피치>, <프라임 피치>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Peach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싶거나, 좌석지정을 희망, 혹은 수하물이 많지만 

알뜰하게 여행하고 싶은 여행객 등, 각 고객의 여행 스타일과 요구에 맞추어 운임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이상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Peach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될 운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자료, 혹은 Peach 공식 사이트

(www.flypeach.com)를 참조.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는 2012년 3월에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개시했다. 2014년 7월에는 나하 공항을 제2 거점 공항으로 두었

으며, 2015년 8월에는 하네다 공항에 취항했다. 현재 19대의 장비로, 국내선 12개 노선과 국제선 13개 노선에 취항했으

며, 하루에 90편 이상을 운항하고 13,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센다이 공항, 2018년도에

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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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전 운임타입> 

내용／상품명 해피피치 해피피치 플러스 

기내반입 수하물 10kg까지 무료 10kg까지 무료 

위탁 수하물 유료 1개 무료 

좌석 지정 유료 
가능 

（플레저 시트、 

스탠다드 시트） 

항공편 변경 유료 무료（WEB） 

항공편 취소 환불 불가 
운임에서 취소 수수료 1,080

엔을 차감한, 금액을 피치포

인트로  

구입기한 
탑승일 1일 전 00:00까지 

(각 항공편의 출발 공항의 현

지 시간 기준) 

예정 출발 시각 1시간 전까지 

 

<6월 27일(화) 부터 리뉴얼 되는 운임> 

내용／상품명 심플 피치 밸류 피치 프라임 피치 

기내반입 수하물 10kg까지 무료 10kg까지 무료 10kg까지 무료 

위탁 수하물 유료 1개 무료 2개 무료 

좌석 지정 유료 
가능 

（플레저 시트、 

스탠다드 시트） 

가능 
（스마트 시트、플레저 시트

、스탠다드 시트） 

항공편 변경 유로 무료（WEB） 무료（WEB） 

항공편 취소 환불 불가 

운임에서 취소 수수료 15,500

원을 차감한 금액을 피치 포인

트로 혹은, 35,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한 수단으로 환불. 

운임 전액을 피치포인트, 혹은 

운임에서 35,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한 수단으로 환불. 

구입기한 
탑승일 2일 전 23:59까지 

（각 항공편의 출발 공항의 현지 

시간 기준） 
예정 출발 시각 1시간 전까지 예정 출발 시각 1시간 전까지 

 

<좌석 타입에 대해서> 
・ 패스트 시트: 맨 앞줄(1번째)의 좌석. 발 밑 공간이 넓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스마트 시트: 앞쪽 2열부터 5열까지의 좌석 및 비상구 쪽 열(12, 13번째)의 좌석. 앞쪽 2열부터 5열까지의 좌석

은, 기내에 탑승하시거나 내리실 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비상구 열(12, 13번째)의 좌석은, 다른 좌
석에 비해 발 밑 공간이 넓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플레저 시트: 앞에서 6열부터 11열까지의 전 좌석, 14열부터 30열까지의 창가 좌석이 해당된다. 앞쪽 좌석 혹
은 창가 좌석을 원하는 등,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분께 권한다. 

・ 스탠다드 시트: 14열부터 30열까지의 가운데와 통로 쪽 좌석으로, 유료로 원하시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피치 포인트에 대해서> 
피치 포인트는, Peach 운임과 요금 및 해당하는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