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3 월 31 일 

 

교통기관 승차권 등의 기내 판매가 한층 더 풍성하고 편리하게!  

나리타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THE액세스 나리타」승차권 기내 판매 개시 

~국제선에서는,한국 「KORAIL 공항 철도」 추가~ 

・ 4월 1일 (수)부터 판매 개시 

・ 나리타의 저렴한 고속버스 「THE 액세스 나리타」버스 승차권 판매 개시 

・ 한국 직통열차 「KORAIL 공항 철도」의 할인 티켓 판매 개시 

・ 「PEACH TICKETS」를 기내 시트 포켓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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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사노시), 는 4월 1일 (수)부터 「THE 액세스 나리타」,「KORAIL 공항 철도」의 

승차권 판매를 개시합니다.  

 

「THE 액세스 나리타」는, 나리타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저렴한 고속버스로, 승차권을 

기내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직통열차 「KORAIL 공항 철도」는, 평소 가격보다 

약1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4월 1일 (수)부터, 판매를 개시하는 「THE 액세스 나리타」,「KORAIL 공항 

철도」의 승차권 이외, 기존에 기내 판매를 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승차권을 취항지 

마다 알기 쉽게 한권에 정리한, 기내 판매 책자 「PEACH TICKETS」을 기내 시트 

포켓에 탑재합니다. 

Peach는 앞으로도, 고객이 쾌적하고 더욱 알뜰한 하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기업・단체와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해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 웹 사이트(www.flypeach.com)를 참조 해 주십시오. 

 

<「THE 액세스 나리타」버스 승차권 세부내용> 

액세스의 개요: 나리타 공항에서 긴자・도쿄역을 약 70분＊1에 연결, 약 20분간격＊2 

으로 운행 

판매 가격: 어른(중학생 이상) 1,000엔/소인(3세~초등 학생 이하) 500엔＊3  

※당일만 유효 

이용 대상 구간: 나리타 공항 제 1 터미널 31번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헤이와 교통, 

아스카 교통, JR버스가 운행하는 「THE 액세스 나리타」모든 버스가 

대상 

이용 방법: 기내 판매시에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구입. 구입 시 배부된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이 버스 승차권이 됩니다. 버스 승차시에, 승무원에게 뒷면의 스탬프를 

보여 주고 제출합니다. 

제공 노선: 오사카(간사이), 삿포로( 신치토세) 및 후쿠오카발 도쿄(나라타)행의 기내 

운영회사: 헤이와 교통 주식회사, 아스카 교통 주식회사, JR버스 관동 주식회사 

http://www.flypeach.com/


회사 홈페이지： www.flypeach.com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h.aviation  

YouTube 공식 채널： 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KORAIL 공항 철도」직통열차 승차권 세부내용> 

액세스의 개요: KORAIL 공항 철도의 직통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43분 연결, 1시간에 약 2회 간격으로 운행.                                

판매 가격: 어른(중학생 이상) 780엔(평소 가격보다 약10% 할인)＊3 ＊4※편도・어른권만 

이용 대상 구간: 인천국제공항-서울역 

이용 방법: 기내 판매시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구입 가능하며, 승무원은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역 앞 「AREX Travel Center」에서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과 승차권을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공 노선: 오사카(간사이)출발 서울(인천)행의 기내 

운영회사: KORAIL 공항 철도 

* 1. 시간대에 따라, 70분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시간대에 따라,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엔화로만 취급합니다. 

* 4.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수정(3개월에 한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PEACH TICKETS 표지」 

http://www.flypeach.com/
http://www.facebook.com/peach.aviation
http://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