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7 월 16 일

「Peach 여름축제 SALE」 실시
2014 년 국제선 동계 스케줄 판매 개시
・
・
・

・
・

특별운임：
판매기간：
탑승기간：

＜Peach 여름축제세일 SALE＞
67,800KRW (편 도 /공 항이용 료 ∙지불 수수료 포함 )
7 월 19 일（토）0：00 부터 판매개시
10 월 27 일（월）～12 월 18 일（목）

판매개시：
탑승기간：

＜2014 년 동계 스케줄 판매 개시＞
7 월 16 일（수）14:00 부터 *
2014 년 10 월 26 일～2015 년 3 월 28 일

Peach
Aviation주식회사（이하：Peach）는,7월9일（토）0：00부터「Peach여름축제SALE」을
실시한다.
이번 세일은,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노선을 대상으로, 67,800KRW(편도/공항이용료
지불 수수료 포함)의 특별 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탑승 대상이 되는 기간은 10월
27일(월)부터 12월18일(목)까지 이며, 판매 기간은 7월19일(토)0:00부터 7월22일(화)
23:39까지 구입 가능하다.
또한, 2014년 동계 스케줄 기간(2014년10월26일~2015년 3월28일)의 판매를 7월15일(수)부터
시작한다.
그외, 세일에 대한 운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기사항>
・ 상기 세일 운임은 1 인 해피피치 프로모 운임(편도/공항 이용료 지불 수수료 포함)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위탁 수하물, 좌석 지정 등은 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콜센터,공항 카운터에서 구입할 경우 별도 예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판매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판매 완료 시 종료됩니다.
・ 항공편에 따라 이벤트 운임이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운임・이용 조선은 예고 없이 변경 및 추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계당국의 신청,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자세한 요금은,Peach웹사이트（www.flypeach.com/kr)을 참조 해 주십시오.

Peach Aviation 주식회사에 대하여
Peach 는, 간사이 국제 공항을 거점으로 2012 년 3 월에 취항, 현재 국내선 10 개 노선, 국제선 6 개 노선 총합
16 개 노선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7 월 19 일에는 오키나와(나하)-후쿠오카노선을 운항 할 예정입니다. Peach 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항공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www.flypeach.com/kr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h.Aviation.Korea
YouTube 공식 채널： www.youtube.com/user/PeachAviation

・「Peach 여름축제 SALE」상세

판매기간：7 월 19 일（토）0：00～7 월 22 일（화）23：59

세일노선

세일가격

탑승기간

67,800원 ~(편도)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

(공항이용료 지불수수료 포함)

10월27일（월）～12월18일（목）

・「2014년 동계 스케줄 기간 판매」 상세 내용
＜판매 노선＞
서울(인천)－오사카（간사이）노선
부산－오사카（간사이）노선
운항계획은 관계당국의 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부산-오사카(간사이)노선의 판매는 추후
다시 알려드립니다.
＜운임＞（2014년10월26일～2015년3월28일）
노선

운임(해피피치 기준)

판매 개시일

서울(인천)-오사카

83,000~292,600원 (편도)

7月16日（수）14:00

부산－오사카(간사이)

67,600~261,700원 (편도)

추후 판매 개시

*상 기 운임 에는 공 항이용 료 /지 불수 수료가 포함되 어 있습니 다 .
*일 부의 항 공편은 추후 판 매 개 시 예정 입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