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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로 -오사카 (간사이 )노선  신규  취항  

〜「동쪽  홋카이도」를  아시아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LC 최초 홋카이도 동부지방 노선 취항 

・ 2018년 8월 1일부터 운항 개시 

・ 운임 5,290엔～, 2018년 1월 말부터 판매 시작 예정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2018년 8월1일부터 구시로-

오사카(간사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발표했다. 구시로-오사카(간사이) 노선은 1일 1왕복 운항될 

예정이다. 

또한, 홋카이도의 동부지방 노선의 취항은 LCC로서는 처음이다. 

 

 

 

 

 

 

 

 

 

 

 

동쪽 홋카이도(홋카이도 동부지방)는, 세계 자연 유산인 시레토코를 비롯한 4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웅대하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대자연, 맛있는 음식 등 모두가 방문을 원하는 방문지인 홋카이도의 

이미지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Peach의 취항으로, 국내외의 많은 여행객이 “동쪽 홋카이도”에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쪽 홋카이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연중 간사이공항 직행 

편이 운항함으로써 긴키 지방의 접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대표이사 CEO인 이노우에 신이치는“내년은 홋카이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Peach는 기념해야 할 2018년에 동쪽 홋카이도의 구시로와 간시아공항을 잇는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구시로 신규 노선은 동쪽 홋카이도가 아시아에서 자랑할만한 관광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각 지자체의 분들, JR, 버스 등의 교통 사업자분들과 함께 

<점>이 아닌 <면>으로서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고, 동쪽 홋카이도를 확고한 관광 브랜드로 갈고 

닦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또한, 2018년도에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화하며, 도내의 노선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홋카이도를 일본 북쪽의 현관문으로 해, 국내외에서 많은 분을 홋카이도 각 지역에 

모시고 홋카이도의 활성화와 지방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고 전했다. 

항공권 판매는 2018년 1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Peach는 앞으로도 일본과 아시아의 가교로, 동쪽 홋카이도 및 홋카이도 전체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ach 홋카이도 노선의 발자취】 

2012년 3월  삿포로(신치토세)-오사카(간사이) 노선 취항 

2017년 9월 삿포로(신치토세)-센다이/후쿠오카/타이베이(타오위안) 노선 취항 

2018년 8월 구시로-오사카(간사이) 노선 취항 예정 

2018년도 내 신치토세공항 거점화 예정 

 

【Peach와 동쪽 홋카이도와의 협력】 

JR홋카이도와 연계하여 <Peach 동쪽 홋카이도 프리패스>를 발매. Peach 이용객이, 

신치토세공항에서 JR홋카이도를 이용하여 후라노, 아바시리, 오비히로, 네무로, 구시로 등의 

동쪽 홋카이도 주유 여행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히가시 홋카이도란?】 

홋카이도 동부의 시레토코 지구, 후라노 지구, 쿠시로 지구, 도카치가와 온천 지구 등을 

총칭하는 지역. 세계 자연 유산인 시레토코, 4개의 국립 공원이 있다. 또, 아칸 호수, 

마슈호수, 시레토코 국립공원은 미쉐린 그린 가이드 재팬에서 3개의 별을 받았다. 

 

＜운항 스케줄（신청예정）＞ 
 

편명 구시로 출발 
오사카(간사이) 

도착 
 편명 

오사카(간사이) 

도착 
구시로 출발 

MM126 12:30 15:00  MM125 9:50 11:50 
 
기간: 2018년 8월 1일(수) ~ 10월 27일(토) 
 

＜운임(예정)＞  

구시로-오사카(간사이):  5,290엔～31,590엔（심플피치/편도） 
 

＜판매일(예정)＞    

1월 하순 
 

【유의사항】 

・ 상기 운임은 1인 기준 심플피치 편도 요금(소비세 포함)입니다. 

・ 지불수수료 및 공항사용료 등은 별도입니다. 

・ 위탁수하물 및 좌석지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콜센터 및 공항카운터를 통해 예약하실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운임 및 이용 조건은 예고 없이 변동 및 추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내용은 해당 관청의 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Peach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 년 7 월에는 나하공항, 2017 년 9 월에는 

센다이공항을, 간사이공항을 잇는 거점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4 개 노선, 국제선 14 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최대 약 100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 년 3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니가타 노선을 취항 이외에도,  2018 년도에는 신치토세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