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18일 

Peach Aviation주식회사 

난카이 전기철도 주식회사 

 

「마주친다면 행운 Peach×라피도 해피 라이너」탄생！  
～Peach기 디자인의 특별 라피도가 오사카에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 9월7일（일） 첫 운행 행사를 갖고, 객실 승무원이 서비스 예정 

・ 특급 라피드 1편성을 Peach기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 

・ 일부 객실 내 행운의 심볼로서 하트 스티커 부착 

・ 간사이 공항역-난바역 사이 1년간 한정 운행 

・ Peach×라피도 콜라보레이션 기념품 판매 예정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Peach,대표 CEO：이노우에 신이치.본사：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난카이 전기 철도 주식회사（이하：난카이전철,대표이사  사장 

겸 COO：와타리 신지,본사：오사카시 나니와구）는, 오늘,특별 디자인의 특급 

라피도「마주친다면 행운 Peach×라피도 해피 라이너」를, 9월 7일（일）부터 기간 한정으로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디자인 특급 라피도 「마주친다면 행운 Peach×라피도 해피 라이너」에는 Peach 비행기 

디자인으로 외관을 꾸미고, 간사이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회사 Peach와, 간사이 공항과 

난바를 잇는 특급 라피도가 평소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 전달함과 동시에, 간사이 공항 개항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년간 기간 한정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난카이 전철의 특급 라피도는, 간사이 공항이 개항한 1994년 9월 4일에 운행을 시작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또한. Peach와 난카이 전철은 2012년 3월 Peach취항 초기부터 

할인 티켓「Peach ・난바 티켓」을 기내 한정으로 판매, 지금까지 16만장 이상을 판매하며,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부터 「행운・번영・장수」의 심볼로, 아시아 지역에서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인 

「복숭아」를 브랜드 명으로 채택한 「하늘을 나는 기차『Peach』」가, 난카이 전철의 레일 

위를 달리며 “마주친다면 행운”이라는 열차로 난바에서 일본 각지・아시아로 고객을 실어 

나르게 된 것입니다. 

 

Peach는 앞으로도, Peach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두근두근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여러 기업・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만남이 행운 Peach×라피도 해피 라이너 （열차 외관 이미지） 



  

＜만남이 행운 Peach×라피도 해피 라이너 상세＞ 

운행 기간：  2014년 9월 7일（일）～2015년 8월 31일（월） 

운행 구간：  간사이 공항역－난바역  

대상 열차：  특급 라피도 1편성 （50000계 6량 1편성） 

그 외： ・해당 열차의 일부 객실 차량내에는, 행운의 심볼로 하트 스티커를 부착합니다.꼭 

작은 행복을 찾아 보세요. 

 ・운행 시기에 맞춰 해당 캠페인이나, 열차의 운행 시각을 소개하는 특별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이후,Peach×라피도 콜라보레이션 기녕 상품의 발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대로 특별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そ  の  他：   

＊특별 사이트 URL： http://www.howto-osaka.com.k.iv.hp.transer.com/top/special/peach/ 

http://www.howto-osaka.com.k.iv.hp.transer.com/top/special/pe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