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4 월 8 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오키나와 거점의 본격 가동을 목표로 「객실 승무원 오디션」 개최 

～아시아의 하늘을 복숭아 빛으로 물들일 인재를 국내외에서 대모집～ 

 한국, 대만에서 회사 설명회 실시 

 간사이 공항과 오키나와 베이스의 채용 시작 

 채용 예정 인원은 50 명 정도로, 입사는 2016 년 10 월 이후 

 서류 제출 마감은, 5 월 29 일 (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 Peach, 대표 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3월 30일 오키나와 

거점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승무원의 오키나와 베이스화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객실 승무원 

오디션”의 서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규 채용 승무원의 인원은 50 명 정도로, 입사는 2016 년 10 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Peach 는 설립 당초부터, 국적,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분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대만에서 현지인 분들을 위한 

회사 설명회*1 를 실시하고, Peach 객실 승무원으로서, 아시아의 다리가 될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오키나와 거점의 본격 가동을 위한 승무원의 오키나와 베이스화는, 2016년 가을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의 나하 공항 출도착 노선의 신규 개설을 목표로 실시합니다.  

Peach 에서는 2013년 9월부터 나하 공항을 간사이 공항에 이은 거점으로 삼고, 현재, 나하 

공항 출도착 노선으로 국내선 3 노선(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국제선 3노선(서울, 타이페이, 

홍콩), 총 6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은 5 월 29 일 (일) 까지이며, 모집 요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ach 채용 사이트（서류는 www.crewkorea.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Peach 에서는 국적, 연령, 성멸, 경험 업계에 관계 없이, 사람과 일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아시아의 다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과, 항공 업계에 혁신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회사 설명회는 4 월 이후에 개최 예정 

 

 

http://www.crewkorea.com）


 

웹사이트： www.flypeach.com  

Facebook 페이지： www.facebook.com/peach.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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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요항】 

모집 직종：     객실 승무원 

업무 내용：     객실 승무원 업무 및 기타 부대 업무 

채용 예정 인원：   50 명 정도 

근무 장소：     오사카부(간사이 국제 공항), 기타 회사가 지정한 사업소 

고용 형태：     계약 사원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계약, 그 후 객실승무원으로 계약) 

대상자：       전문 학교, 단기 대학, 4 년제 대학을 2015 년 3 월까지 졸업하고, 

직장 경험이 있는 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3 년 정도의 직장 

경험이 있는 분 

서류 마감：        5 월 29 일（일） 까지 

입사 시기：      2016 년 10 월 이후 회사가 지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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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