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8일 

Peach Aviation주식회사 

 

2016년 하계스케줄 일부 노선 판매 개시 

 
 판매개시 노선：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오키나와（나하）,도쿄（하네다） 

  부산－오사카（간사이） 

 탑승 대상기간： 2016년3월27일（일）～2016년10월29일（토） 

 판매 개시일：  2015년12월15일（화）15：00부터 판매 개시 

 

Peach Aviati주식회사（이하：Peach,대표이사CEO：이노우에 신이치）는,12월15일（화）부터, 

2016년 하계 스케줄 기간（2016년3월27일～2016년10월29일）의 국제선 일부 노선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노선은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오키나와(나하), 도쿄(하네다), 

부산-오사카(간사이) 노선으로,12월15일(화)15:00부터 판매합니다. 다만, 판매를 시작하는   

항공편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국제선 운임（2015년12월15일～2015년10월29일） 

노선 운임「해피피치」 판매 개시일 

서울(인천) 

오사카(간사이) 49,800~255,500 

12月15日（火）15:00 

오키나와(나하) 59,800~329,800 

도쿄(하네다) 59,800~278,300 

부산 오사카(간사이) 39,800~225,500 

 

 

또한, 위탁수하물 요금, 좌석지정 요금 등, 일부 개정된 운임이 12월5일(화)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운임은12월15일(화) 0:00시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되며, 12월14일(월)까지의 구입분에 

대해서는 탑승일에 관계없이 현행의 요금이 적용됩니다.운임의  

 

「Peach가 뜨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다」。Peach는 이후에도 적극적인 노선 전개를 도모하여, 

신규노항공 노선을 발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람과 일 물자들의 교류가 깊어지도록, 아시아에서의   

가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 주십시오. Peach 웹사이트（www.flypeach.com）및, 콜센터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그 , 특기 사항은 아래를 참조 해 주십시오. 
 

 

 

http://www.flypeach.com）


 

  
 

<특기 사항> 

・ 상기 운임은 1석 당의 해피피치 편도 운임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없습니다. 

・ 지불 수수료, 공항사용료등이 별도 필요합니다. 

・ 위탁 수하물, 좌석 지정은 별도 요금 지불하셔야 합니다. 

・ 콜센터, 공항 카운터에서 구입하실 경우 별도 예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운임은 공석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구입 시점의 유효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운임・이용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 및 추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계 당국의 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개정 상세 내용 

적용 개시일 ： 2015년 12월 15일 

적용 탑승일 ： 2015년 12월 15일 이후 

 
1. 수수료 

① 위탁 수하물 요금 

 현행 변경 후 현행 변경 후 

 JPY KRW 

ZONE1 1,030 1,200 - - 

ZONE2 1,650 1,800 - - 

ZONE3 2,000 2,000 28,600 28,600 

ZONE4 2,600 2,800 37,200 40,000 

 
② 좌석 지정 요금                                 

일본 국내선（인터넷）      단위 JPY    국제선（인터넷）                             단위 KRW 

 현행 요금  변경 후 요금   현행 요금  변경 후 요금 

스탠다드 시트 260 스탠다드 시트 350 스탠다드 시트 5,800 스탠다드 시트 8,600 

플레져 시트 440 플레져 시트 500 플레져 시트 9,200 플레져 시트 12,200 

스트레치 시트※ 870 스마트 시트 650 스트레치 시트※ 18,300 스마트 시트 15,800 

패스트 시트 1300 패스트 시트 1300 패스트 시트 28,600 패스트 시트 31,500 

 

일본 국내선 （ 콜센터/공항 카운터）          단위 JPY   국제선（콜센터/공항 카운터）                    단위 KRW 

 현행 요금  변경 후 요금   현행 요금  변경 후 요금 

스탠다드 시트 480 스탠다드 시트 570 스탠다드 시트 10,300 스탠다드 시트 13,300 

플레져 시트 650 플레져 시트 720 플레져 시트 13,800 플레져 시트 16,900 

스트레치 시트※ 1080 스마트 시트 870 스트레치 시트※ 22,900 스마트 시트 20,500 

패스트 시트 1520 패스트 시트 1520 패스트 시트 33,200 패스트 시트 36,200 

※스트레치 시트 및 2열~5열의 플레져 시트를 스마트 시트로 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