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년 12 월 25 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2018 년 하계 스케줄 판매 개시!
~2018 년도 Peach 에서, 행복한 하늘 여행을~
・

・
・
・

국내선 판매 노선 ： 오사카(간사이)-삿포로(신치토세), 센다이, 니가타,
도쿄(나리타), 후쿠오카
가고시마, 이사가키, 도쿄(나리타)-후쿠오카,
오키나와(나하)-후쿠오카
국제선 판매 노선： 전 노선
대상 탑승 기간:
2018년 3월 25일(일) ~ 2018년 10월 27일(토)
판매 시작일：
2017년 12월 25일(월) 15：00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12 월 25 일(월)에 2018 년 하계
스케줄（2018 년 3 월 25 일 ~ 2018 년 10 월 27 일） 티켓 판매를 시작하였다.
15 시부터 판매를 시작한 건, 국내선 일부 노선이다. 국제선은 12 월 20 일(수)부터 전 노선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 Peach 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각각 14 개의 노선, 총 28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3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니가타 노선을,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구시로 노선을 취항해,
2018 년에도 Peach 의 네트워크는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티켓은 Peach 웹사이트(flypeach.com) 및 콜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 외의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

【유의사항】
・ 상기 운임은 1 인 기준 심플피치 편도 요금(소비세 포함)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불수수료 및 공항사용료 등은 별도입니다.
・ 위탁수하물 및 좌석지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
・
・
・

콜센터 및 공항카운터를 통해 예약을 하실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운임은 공석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구입시점에서 유효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운임 및 이용 조건은 예고 없이 변동 및 추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티켓 판매 대상 항공편은 일부 제한됩니다.
본 내용은 해당 관청의 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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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니가타 노선,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구시로 노선을 취항합니다. 2018 년 내에는 신치토세공항을 거점공항화할 예정입니다.

■국내선 운임(2018년 3월 25일 ~ 2018년 10월 27일)
노선

오사카(간사이)

운임(심플피치)

판매 시작일

삿포로(신치토세)

4,890엔~32,190엔

센다이

3,990엔~23,990엔

니가타

4,190엔~23,090엔

도쿄(나리타)

3,490엔~17,190엔

마츠야마

2,890엔~14,690엔

후일 판매

후쿠오카

3,890엔~19,990엔

12월 25일(월)15:00

나가사키

3,690엔~20,990엔

12월 25일(월)15:00

후일 판매

미야자키
3,290엔~20,990엔
가고시마
오키나와(나하)

4,890엔~30,590엔

이시가키

6,590엔~39,990엔

오키나와(나하)

후쿠오카

3,990엔~21,990엔

도쿄(나리타)

후쿠오카

4,790엔~27,990엔

센다이

삿포로(신치토세)

4,290엔~23,190엔

삿포로(신치토세)

후쿠오카

5,290엔~31,990엔

12월 25일(월)15:00
후일 판매

12월 25일(월)15:00

후일 판매

■국제선 운임(2018년 3월 25일 ~ 2018년 10월 27일)
노선

운임(심플피치)
타이베이(타오위안)

7,280엔~51,980엔

서울(인천)

5,680엔~29,380엔

상해(푸동)

6,980엔~57,980엔

서울(인천)

5,280엔~25,980엔

부산

3,980엔~21,580엔

타이베이(타오위안)

6,980엔~50,980엔

가오슝

6,980엔~36,780엔

홍콩

8,380엔~41,980엔

상해(푸동)

6,280엔~56,980엔

서울(인천)

3,980엔~26,880엔

타이베이(타오위안)

4,780엔~24,580엔

방콕(수완나품)

9,980엔~41,980엔

센다이

타이베이(타오위안)

7,580엔~39,980엔

삿포로(신치토세)

타이베이(타오위안)

8,080엔~40,480엔

도쿄(하네다)

오사카(간사이)

오키나와(나하)

판매 시작일

판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