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피치항공,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항공권 요금 발표
•서울-오사카행 편도 ‘해피 피치’ 요금 항공권 7만 5천 5백원부터
•4월 초부터 피치 항공 홈페이지 통해 일반 요금 티켓 구매 가능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캠페인 편도 항공권 특가는 3만원

2012년 3월 27일 서울-일본의 첫 본격

저비용 항공사 (LCC) 피치 항공이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구간 일반 항공 요금과 캠페인 특가 요금을 발표했다.
피치 항공 일반 요금인 ‘해피 피치 (Happy Peach)’의 경우, 서울-오사카 구간 편도
항공권은 7만 5천 5백원부터 29만 5천 5백원으로 책정됐다. 피치 항공 일반
항공권은 피치 항공 홈페이지(www.flypeach.com/kr)를 통해 4월 초부터 구매할 수
있다.
또한 5월 8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토요일까지 유효한 캠페인 특가 항공권은
3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특가 항공권 판매 기간은 피치 항공 홈페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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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each.Aviati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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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매거진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좌석 수는 한정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오사카 편도 구간 내 자유로운 좌석 선택, 무료 수화물 1개, 피치
항공 웹사이트 내 무제한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해피 피치 플러스 (Happy Peach
Plus)’ 패키지 항공권도 선보였다. 본 항공권은 10만 1천 2백원부터 30만 4천원
사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요금은 올 10월 27일까지 유효하다.
본 요금은 서울-오사카 구간 편도 1인 좌석 당 요금으로 유류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공항세 등은 별도 부과된다. 추가 요금으로 수화물 체크인 및 좌석
선택이 가능하며 구매와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요금과 조건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5 월 8 일부터 서울-오사카 구간을 운행하는 피치 항공 MM010 편은 매일
21 시 10 분 인천공항을 출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22 시 55 분에 도착한다.

오사카발 항공편 MM009 편은 매일 18 시 40 분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출발, 20 시
30 분 인천 공항에 도착한다.

[표 1] 피치 항공 서울-오사카 구간 편도 항공 요금표
요금명
캠페인 요금

가격

유효 기간

3만원

2012년 5월 8일-6월 30일

7만 5천 5백원~ 29만 5천 5백원

해당 사항 없음

10만 1천 2백원~ 30만 4천원

2012년 5월 8일-10월 27일

(Campaign airfare)
해피 피치
(Happy Peach)
해피 피치 플러스
(Happy Peach Plus)

*캠페인 요금은 현재 정부 허가 대기 중

[표 2] 서울-오사카 운항 시간표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오사카(간사이) → 서울(인천)

편명

출발

도착

횟수

편명

출발

도착

횟수

MM 010

21:10

22:55

주 7회

MM 009

18:40

20:30

주 7회

###
피치 항공 주식회사 소개
피치 항공은 2011 년 2 월 설립된 일본의 첫 공식 저비용 항공사 (LCC)로 간사이 국제
공항을 허브로, 2012 년 3 월 1 일에 후쿠오카와 삿포로 (신치토세) 운항을 시작했다. 2012 년
3 월 25 일에는 오사카-나가사키 구간, 2012 년 4 월에는 오사카-가고시마 구간, 5 월에는
오사카-서울 구간, 7 월에는 오사카-홍콩 구간, 9 월에는 오사카-타이페이 구간을 차례로
운항할 예정이다. 2012 년 7 월 내에는 오키나와 구간 또한 운항될 계획이다.

피치 항공은 아시아 국가 내 항공 네트워크를 형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 대의 항공 서비스를 통해 항공 여행의 새로운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피치 항공은 아시아와 일본의 경제 성장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하며, 일년 365 일
내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회사홈페이지：www.flypeach.com/kr
페이스북페이지： www.facebook.com/Peach.Aviation.Korea
유투브공식채널：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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