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6 월 29 일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노선 기간한정 이벤트 실시
3~5 명이 함께 예약하면 더욱더 저렴한 요금으로!
・ 3～5명 예약시 항공권 30％OFF*1
・ 탑승 적용 기간은 7월2일（월）～10월27일（토）*２（일부기간 제외）
・ 판매기간은 6월29일（금）14:00～7월27일（금）13:59
피치항공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 본사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오늘,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노선에 대해 기간한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3~5명이 예약할 경우, 일반적인 운임에서 30% 할인된 가격에*１ 항공권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노선이

대상이며,

7월

2일(월)~10월27일(토) 까지의 탑승분에 한해 적용*2 된다.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노선 한정 이벤트 『해피피치 파티』」
대상노선

이벤트 내용

탑승 적용 기간

7/13～7/16

적용 운임에서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대상 외 기간

7/2～10/27
30％할인*１

8/10～8/20
9/15～9/18
10/6～10/9

해당 노선의 통상 운임은 75,500원~259,800원(해피피치 편도 요금)이다. 이벤트 운임
항공권의 구매는 Peach 웹사이트(www.flypeach.com) 및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그 외에 이번
이벤트 운임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사 하단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Peach는 ‘아시아의 하늘을 좀 더 가깝고 즐겁게’ 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사로서 노선을 더욱 확대해, 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 확대에 힘쓰고자 한다.
*1 100 원 미만의 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 원 단위로 올려서 계산.
*2 이벤트 적용 제외 기간 : 7 월 13 일(금)~16 일(월), 8 월 10 일(금)~20 일(월), 9 월 15 일(토)~18 일(화),
10 월 6 일(토)~9 일(화)

<규정 및 주의사항>
· 유류할증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해피피치 운임에 한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지불수수료(1 인당 1 구간 3,000 원) 및 공항사용료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 수하물 위탁 및 좌석지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콜센터, 공항카운터를 통한 예약의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운임은 공석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구입한 시점에서 유효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운임 및 이용조건은 예고 없이 변동 및 추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 예약 후 그룹의 인원수는 변경 불가능 합니다.

피치항공 주식회사 소개
Peach 는 간사이 국제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일본 첫 본격 LCC 로서, 2012 년 3 월에 오사카(간사이) – 후쿠오카,
삿포로(치토세), 나가사키 노선, 4 월에 오사카(간사이) – 가고시마 노선, 5 월에 서울(인천) – 오사카(간사이)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또한 7 월에는 오사카(간사이) – 홍콩 노선이 운항을 시작하며, 9 월에는 타이페이(타오위안) 노선이
새롭게 운항될 예정입니다. 또한 10 월 이후에는 오키나와(나하) 노선이 취항 예정입니다.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치
및 선택지를 제시해,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아시아 시장의 잠재 수요를 개척함으로써 아시아와 일본 경제 성장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하며 일본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지금까지의 항공회사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저비용 체제를 실현해
365 일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www.flypeach.com
공식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each.aviation
YouTube 공식 채널 ：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