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3월 1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Peach가 취항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Peach 의 5 년은,일본 LCC의 역사～ 

 

・ 2017년 3월 1일로 취항 5주년 

・ 취항 이래 누적 탑승객수는 1700만명 이상 

・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와 LCC업계를 이끌다. 

・  

Peach Aviation주식회사（이하：Peach,대표이사 CEO：이노우에 신이치）는, 3월1일로 취항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Peach는 일본의 LCC로,「일본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를 목표로 하며, 하늘을 나는 기차라는 

컨셉으로 ,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2012 년 3 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도권보다 

아시아에서 1 시간 가까운 간사이 공항의 이점을 살린, 독자적인 경영 모델을 기반으로, 

일본 항공 사상, 최고 속도의 페이스로 국내선, 국제선을 운항을 전개해 왔습니다. 취항 

8 개월만인 2012 년 11 월에는, 누적 여객수 100 만명을 돌파하고, 2014 년 4 월에는 

500 만명, 2015 년 8 월에는 1000 만명을 돌파하여, 지금까지 누적 1700 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Peach가 취항을 시작한 2012년은, 일본의 LCC 원년이라고 불리며, 2012년의 당시에는 5%에도 못 

미쳤던 일본의 LCC의 시장이, 현재는10%를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참고:국토 교통성 항공국) 

더욱이, 2012년 이후 간사이 공항에는, 아시아로부터의 인바운드 여객수가 수도권의 주요 공항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Peach는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간사이에서 탄생한 일본의 새로운 항공 회사가, 아시아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하며, 2015년 

11월에는, CAPA(항공 업계에 있어서의 독립계 씽크탱크)로 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LCC 오브더 

이어」를 북동 아시아의 LCC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each 의 고객층도 특징적이며, 푸시아핑크(자홍색 핑크)를 기조로 한 기체의 

디자인 등,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며, 거의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대부분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근래에는 손님의 30% 가까이가 20 대~30 대의 여성이 

그 주죽을 이루며, 국제선의 외국인 탑승 비율이 70% 넘는 등, 항공 이용의 

잠재수요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 하늘을 나는 기차 Peach 가, 말대로 기차와 같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Peach 를 이용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각지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로의 해외 여행 등, 고객 스스로가 완전히 새로운 여행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도, Peach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대표이사 CEO인 이노우에 신이치는, 「Peach 는 5 년간, 일본의 항공 업계에서 최고 속도로 

사업을 전개해 왔고, 불가능이라고 말해진 수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며, 

「가장 성공하고 있는 일본의 LCC」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되었습니다.이러한 것도 전적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주신 고객, 그리고 지지해 주신 팬 여러분, 지자체나 관계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정말로 감사합니다.취항 당시, 일본에서 LCC 가 뿌리 내릴 리 수가 없다는 편견과, 

여객수 감소에 고민하는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 회사가 성공할 리가 없다는 등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본에서도 LCC 가 넓게 인식되어지고, 간사이 공항은 

사람들로 들끓으며 개항이래 최고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Peach 는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항공노선에 없는 독자성을 계속 추구해 오면서 아시아의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을 

전하는 항공 회사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므로, 계속해서 많은 이용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도 Peach는, 일본의 항공 업계의 혁시자로서 일본과 아시아의 하늘을 Peach의 색으로 

물들여 가겠습니다. 취항 5년째부터의 Peach도  아무쪼록 기대 주시기 바랍니다. 

 

Peach （www.flypeach.com） 

Peach는, 2012년 3월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서 운항을 개시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나하 공항을 간사이 

공항에 뒤잇는 거점 공항으로 하고, 2015년 8월에는 하네다 공항에 취항했습니다. 현재, 18기의 항공기로, 

국내선 14 노선, 국제선 13 노선을 취항하며, 1일 90편 이상을 운항하는 것과 동시에, 13,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센다이 공항, 2018년도에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