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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 Aviation 주식회사

무료 매거진 PEACH LIVE Web 버전
「PEACH LIVE WEB」 새롭게 리뉴얼
・
・

스마트 폰으로의 편리성과 디자인, 두마리 토끼를 잡다
Web 한정 콘텐츠도 준비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누오에 신이치）는 오늘, Peach 가
발행하는 매거진 <PEACH LIVE> 웹 버전인 <PEACH LIVE WEB>(peachlive.net)을 새로
선보였다.

리뉴얼 된 PEACH LIVE WEB 을 소개하고 있는 Peach 객실승무원

PEACH LIVE WEB 은, Peach 가 2016년 7월에 창간한 <지역의 지금=LIVE>를 Peach 의 세계관으로
전달하는 무료 매거진 <PEACH LIVE>의 웹 버전으로 작년 5월에 만들어졌다. 각 지역의 문화와
맛집, 관광지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영어버전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each 이용자는 20~30대 여성이 주요고객층으로,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편리성과 이용성을 생각하였으며,
매거진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내용 등 웹 버전에서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또한, PEACH
LIVE 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 각 지역의 "지금"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전한다.

Peach（www.flypeach.com）0
피치항공은 2012 년 3 월에 오사카(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2014 년 7 월에는 나하공항(오키나와)을,
2017 년 9 월에는 센다이공항을 거점공항화하였다. 현재, 21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6 개 노선, 국제선 15 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1 일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참고＞

리뉴얼 된 <PEACH LIVE WEB>（peachlive.net）

＜PEACH LIVE〜Area Discovery Magazine〜소개＞
Peach가 취항하고 있는 도시 혹은 그 주변 도시의 매력을 전하는 매거진.
2016년 7월에 <Vol. 1 오사카>를 창간하고, 가장 최신판인 <Vol. 14 타이베이>를 포함해 총
14호를 발행. 1박 2일 여행을 소개하는 코너 ONE-DAY TRIPPER를 시작하여, 맛집 정보부터
그 지역의 문화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번에는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Peach가 취항하고 있는 아시아의 각 도시의 특집호를 낼 예정.
＜상세내용＞
언어:
영어, 일어
발행일： 격월 20 일(홀수달)
배포장소： Peach 국내선/국제선 전노선에서 객실승무원이 배포, 국내선 공항 카운터 등
발행부수： 3 만부
발행인： 이노우에 신이치(Peach 대표이사 CEO)
편집발행：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본부
웹사이트： PEACH LIVE WEB（http://peachli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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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 내용＞
Vol. 1
오사카
Vol. 2
후쿠오카
Vol. 3
미야자키
Vol. 4
미야기
Vol. 5
오키나와
Vol. 6
교토
Vol. 7
마쯔시마
Vol. 8
나가사키
Vol. 9
야마가타
Vol.10
니이가타
Vol.11
가고시마
Vol.12
오사카/사카이
Vol.13
히가시홋카이도/구시로
Vol.14
타이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