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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다－서울（인천）노선 취항, 간사이-서울(인천) 노선 증편 
～하네다에서 출도착 하는 두 번째 노선을 개설, 수도권 노선 확충～ 

・ 도쿄（하네다）－서울（인천）노선은 매일 운항 

도쿄(하네다) 출발은 2월 6일 (토) 부터, 서울(인천) 출발은 2월 5일 (금) 부터 

・ 오사카（간사이）－서울（인천）노선은 매일 왕복 4편으로 증편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 Peach, 대표이사 CEO:이노우에 신이치)는, 오늘 

도쿄(하네다)-서울(인천) 노선의 취항과 함께 오사카(간사이)-서울(인천) 노선의 증편을 발표 

했습니다. 

 

도쿄(하네다)-서울(인천) 노선은, 올해 8월 8일 개설한 도쿄(하네다)-타이페이(타오위안) 

노선에 이어, 하네다 공항을 출도착하는 Peach의 두번째 노선이며, 2월 5일 (금) 부터 주 왕복 

7편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도쿄(하네다)-타이페이(타오위안) 노선 취항 이후, 수도권에서 

다른 국제선 노선 개설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사카(간사이)-서울(인천) 노선은, 2월 5일 (금) 부터 매일 왕복 1편씩 증편되어, 현재 

하루 3회 왕복에서 4회 왕복 운항으로 바뀝니다. 

 

도쿄(하네다)-서울(인천) 노선의 항공권은 11월 18일(수) 15시부터, 오사카(간사이)-서울(인천) 

노선은 11월 11일 (수) 15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Peach 가 날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Peach 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선 전개를 도모해, 

한층 더 신규 항공 수요를 발굴하여, 국경을 넘어 다방면으로 교류가 깊어지는 아시아의 

다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경(하네다) 출발은 2월 6일 (토) 부터 운항 시작 

 

도쿄（하네다）－서울（인천） 노선 

 
＜운항 스케쥴＞2월 5일（금）～3월 26일（토） 

편명 도쿄（하네다）출발 서울（인천）도착  편명 서울（인천）출발 
도쿄（하네다）

도착 

1009* 2:00 4:35  1008 22:50 1:00（+1） 

*
2월 6일（토）부터 운항 

＜운임＞ 

 

92,600 KRW～311,100 KRW（편도/해피피치） 

※상기  운임은  공항  시설  이용료 , 지불  수수료가  포함된  한국  출발  편도  

총액  요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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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간사이）－서울（인천）노선 하기의 11, 12편을 증편 

 

＜운항 스케줄＞2월 5일（금）～3월 26일（토） 

 

편명 오사카（간사이）출발 
서울（인천）

도착 
 편명 

서울（인천）

출발 
오사카（간사이）도착 

1  7:50 9:45   12*2 7:45 9:25 

5 12:40 14:35  2 10:25 12:05 

9*1 18:15 20:10  6 15:15 16:55 

11 20:00 21:55  10* 20:50 22:30 

＊1) 운휴：2/29-3/3, 3/7-10, 3/14-17, 3/22-24 

＊2) 2월 6일부터 운항 2/11-2/26의 목, 금요일만 20분 일찍 출발 

서울（인천）7:25출발-9:05오사카（간사이）도착 

 

＜운임＞ 

 

83,000원～292,600원（편도／해피피치） 

※상기  운임은  공항  시설  이용료 , 지불  수수료가  포함된  한국  출발  편도  

총액  요금입니다 . 

 

124,800원 (항공운임: 72,000)（왕복/슈팅운임） 

탑승기간： 2016년 2월 16일～3월 17일 화・수・목 출발 

적용 제외일 :  2015년 12월 22일~2016년 1월 5일 2016년 2월 9일~2016년 2월 11일 

 

 

 
<해피피치 운임 주의사항> 

・상기 운임은 1좌석 당 해피피치 편도 운임 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하물 위탁 및 좌석 지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해피피치 플러스로 구입하신 경우 수하물 1 개 위탁 및 

좌석지정은 무료입니다.) 
・콜센터나 공항 카운터를 통해 구입하실 경우, 별도의 예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운임은 공석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구입 시점에서 유효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운임 및 이용조건은 예고 없이 변동 및 추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임 및 스케줄은 해당 관청의 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운항 스케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슈팅 운임 주의사항> 

・상기 운임은 1좌석 당 해피피치 편도 운임 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하물 위탁 및 좌석 지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해피피치 플러스로 구입하신 경우 위탁 수하물 1 개 및 
좌석지정은 무료입니다.) 

・예약은 모바일 사이트, 콜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콜센터를 통해 구입하실 경우, 별도의 예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날 출발의 왕복 예약, 해당 운항편, 해당 운임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판매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판매 완료되는 즉시 이벤트는 종료됩니다. 

・항공편에 따라 설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은 가는편 탑승일의 1일 전 오전 0:00까지 하셔야 합니다. (각 항공편의 출발 공항의 현지 시간 기준) 

・운임 및 이용조건은 예고 없이 변동 및 추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관청의 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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