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1 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하늘을 나는 전차, 취항 6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워진 유니폼으로, 더 큰 비약을～
・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정비사, 지상직 승무원 유니폼 리뉴얼
・ Peach의 「5가지 약속」을 그리는 영화를
Peach Aviation주식회사(이하：Peach, CEO：이노우에 신이치）는, 3월 1일에 취항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주년을 맞이한 3월 1일부터 Peach 스태프의 유니폼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리뉴얼한 유니폼을 착용한 Peach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 정비사 그리고 지상직 승무원

3월 1일은 Peach가 첫 탑승객을 맞이한 날입니다. Peach가 고객과 함께 시작을 알린 기념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고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지키는 멤버,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멤버들의 유니폼을 리뉴얼하였습니다. 새로워진
유니폼은 Peach 브랜드를 더욱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Peach는 예전부터 고객과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5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Peach 브랜드를 지탱하는 <5가지 약속>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회사소개 사이트에서 <5가지 약속> 영화를 공개하였습니다. Peach 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5가지 약속>에 대해 Peach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구현하는 장면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영화: https://corporate.flypeach.com/en/five-promises/）
취항 6주년을 맞아, 대표이사 CEO 이누오에 신이치는 “평소에도 저희 Peach를
이용해주시고 계신 고객분과 관계자분 그리고 관서 지방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용해주신 덕분에 Peach가 취항 6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간사이에서
출발한 Peach가, 현재는 일본 브랜드의 새로운 항공회사로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가받는 위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화하고 북쪽은
홋카이도에서부터 남쪽은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를 종단하는 형태로 Peach의
거점공항이 됩니다. Peach는 간사이공항의 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거점 공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층 더 비약을 위해 고객과 함께 약진해 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참고자료)
앞으로도 Peach에서는 <가격경쟁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로>를 테마로 하여, 독자성이
넘치는 항공회사로서 일본과 아시아의 하늘을 띄워가겠습니다. 취항 6주년을 맞이한
Peach,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유니폼에 대하여

<리뉴얼 목적>
업무에서 활동하기 편함과 Peach 브랜드를 구성하는 3 가지의 퍼스낼리티
①
Charming ：Natural, charming, and appealing
②
Imaginative ： Rich imagination, innovative
③
Genuine ：Sincere, the real thing
를 더욱 잘 표현하도록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유니폼 특징＞

■객실승무원
・ 잘 구겨지지 않는 소재로, 유행을 의식한 디자인의 치마와
바지
・ 기내에서 활동하기 쉽고, 통기성과 내구성이 높은 소재의 셔츠
・ 스카프를 Peach 브랜드를 실현하는 디자인으로 변경

■ 운항승무원
・장기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통기성, 작업성, 내구성이
높은 소재를 채용
・자켓, 셔츠, 바지는 유행에도 따른 움직이기 편한 실루엣을
채용
・여성 운항승무원에게는, 여성 스타일에 맞춘 유니폼을 채용

・객실승무원의 유니폼과의 조합, 안정감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넥타이 색을 한 톤 낮은
색으로 변경

■정비사
・ Peach

브랜드

컬러를

이용한,

팀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디자인을 채용
・작업성의 대폭 향상을 노리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통기성과 내구성을 양립시킨 소재를 채용

■지상직승무원
・Peach 브랜드 컬러를 이용한, 팀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디자인을 채용
・작업성을 높여주며, 신축성 있는 소재를
・통기성과 내구성을 양립시킨 소재를 채용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 년 7 월에는 나하공항, 2017 년 9 월에는
센다이공항을, 간사이공항을 잇는 거점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4 개 노선, 국제선 14 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1 일 기준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였습니다.
2018 년 4 월 26 일에 오키나와(나하) – 가오슝 노선,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 – 구시로 노선을 취항하는 한편, 2018 년도
안에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