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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 Aviation 주식회사 

 

TV드라마 「아재’s 러브 -in the sky-」에 Peach가 제작 협력 

~트위터에서 전세계 트랜드 No.1이 된 인기 드라마 제2탄이 시작!~ 

 

⚫ 「아재’s 러브」의 새로운 무대는 Peach가 모델 항공사인 「天空 피치 에어라인」 

⚫ 드라마 “사랑엔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어요!”의 주제 「인간애」와 Peach의 기업이념인 

「인간애를 키운다」라는 주제로 각각의 가치관에 공감하고 제작 협력 

⚫ Peach의 항공기에서 촬영 예정 

⚫ 「아재’s 러브 JET」의 운항과 공동 상품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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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TV 아사히, 대표이사 사장 CEO: 카메야마 케이지)의 연속극 「아재’s 러브 -in the sky-」의 

제작에 협력한다. 드라마는 2019년 11월 2일(토) 23:15에 TV 아사히 계열의 일본 전국 네트워크

를 통해 방송된다. 

 

「아재’s 러브」는 2016년에 단편 드라마로 인기를 얻어 2018년 연속 드라마화 되었다. 마지막 

회 방송 날에는 「아재’s 러브」가 트위터의 전세계 트랜드 1위에 오르며, 같은 해에 신조어・유

행어 대상 톱 10에도 오른 화제의 드라마이다. 현재 개봉중인 영화 「극장판 아재’s 러브 LOVE 

or DEAD」도 일본 현지는 물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11월 2일(토)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연속 드라마 제 2탄 「아재’s 러브 -in the sky-」는 Peach를 모델

로 한 가공의 항공사 「천공 피치 에어라인」을 무대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Peach는 객실 승무원, 파일럿, 정비사들이 일하는 장면 등 항공사의 모습을 리얼리티 하게 표

현할 수 있도록 「아재’s 러브 -in the sky-」의 대본 외에 Peach의 실제 기재를 사용하여 현장감 

넘치는 촬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한다. 

 

드라마「아재’s 러브」는 「사랑엔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다」를 주제로 그려진 작품이

다. 이 드라마의 가치관과 24국 출신의 배우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원이 활약하고, 「사람, 

물건, 일의 교류를 깊게 다지는 아시아의 가교가 되어 인간애를 키우는 에어라인이 된다」는 기

업이념을 갖고 있는 Peach의 가치관에 공감하며 이번 드라마를 연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드라마의 방송 기간 중 Peach 비행기(1대)의 전방 부근에 「천공 피치 에어라인」의 로고

를 입힌 비행기 「OSSAN’S LOVE JET」를 운항하고, 방송 오리지널 굿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드라마 시리즈는 일본뿐만 아니라 Peach의 취항지인 대만, 홍콩, 한국에서도 방송되어 해외

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이번 드라마 「아재’s 러브 -in the sky-」는 대만, 홍콩, 한국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Peach는 이번 「아재’s 러브 -in the sky-」의 제작 협력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가 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드라마 개요> 

드라마명 「아재’s 러브 -in the sky-」 

방송 날짜 TV 아사히 계열 전국 네트워크(인터넷) 

2019년 11월 2일 시작 매주(토) 밤 11시 15분~ 

 

특별기 「OSSAN’S LOVE JET」의 로고  

 

Peach에 대해서(www.flypeach.com) 

피치항공은, 2012년 3월에 오사카(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현재, 간사이 공항

과 더불어 신치토세 공항, 센다이 공항, 나하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하여, 항공기 28대로 일본 국

내선 17개 노선과 국제선 17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1일 운항 편수는 약 120편으로, 매일 

18,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2019년 10월 27일(일)부터, Peach는 나리타 공항을 거점

으로 바닐라 에어와 2019년도 말에 통합하여, 아시아의 리딩 LCC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