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월 31 일
Peach Aviation 주식회사

기내 판매「PEACH TICKETS」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리뉴얼!
～교통 티켓과 편리한 상품 등 7 종류 추가～
・

간사이나 규슈 등 각 취항지에서의 이동에 편리한 교통 티켓 판매 시작

・

「렌터카 할인권 판매」（오키나와）와 「WiFi 렌탈 서비스」（대만） 판매 시작

・

2016년 4월 1일（금） 부터 판매 시작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기내 판매
「PEACH TICKETS」에서, 2016년 4월 1일（금）부터, 7종류의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PEACH TICKETS」는 Peach 에 탑승하신 고객님이 보다 쾌적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2012년 3월에 판매를 시작하여, 이번 리뉴얼로 판매 가능한 티켓 상품 수는
총 42개가 되었습니다.

교통 티켓으로는, 간사이 공항에서 간사이 각지로 이동하실 때 편리한「간사이 공항 리무진
버스」 티켓이나, 오사카 추천 관광지를 둘러보실 수 있는 「Osaka Wonder Loop」 티켓
외에도, 규슈 섬 내 및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주변 이동에 편리한 「SUNQ パ ス 」와,
후쿠오카에서의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FUKUOKA 1DAY PASS」,「Peach・니시테츠
고속버스 티켓」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쾌적한 여행을 위한 상품으로서는, 오키나와 현 내 이동에 편리한 「루프트 트래블
렌터카 할인권」과 대만에서의 여행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신 시스템 「테부라 Horizon
WiFi」 등, 여행을 더욱 신나고 HAPPY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PEACH TICKETS」은 앞으로도, 현재 취항중인 국내 14노선, 국제 10노선의 여행을 더욱
즐기실 수 있도록, Peach 만의 「저렴하고 편리한 아이템」을 갖추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Peach 웹사이트（www.flypeach.com）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각 티켓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간사이 공항 리무진 버스＞
・ 상품 개요 ： 간사이 공항에서 간사이 주요 역까지, 기내 구입 시 영수증을 승차권으로
사용.
・판매 요금 ： （가격 성인/소아）： 간사이 공항 리무진 버스（7노선）
간사이공항≫오사카역앞（1,550円/780円）, 난바（OCAT）（1,050円/530円）
킨테츠우에혼마치（1,550円/780円）,오사카공항
호타루가이케 역（1,950円/980円）, 나라（2,050円/1,030円）
고베 산노미야（1,950円/980円）, 교토（2,550円/1,280円）
・이용 방법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승차 시 영수증을 버스 승무원에게 제시.
・제공 노선 ： 오사카（간사이）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간사이 공항 교통 주식회사
＜Osaka Wonder Loop＞
・상품 개요 ： 오사카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최적의 무제한 버스 탑승 티켓.
164쪽의 쿠폰 가이드 북 있음.
・판매 요금 ： 3,000円
・이용 방법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갖고 간사이 공항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교환 후
가이드 북 수취.
버스 승차 시, 가이드 북을 승무원에게 제시.
・제공 노선 ： 오사카（간사이）에 도착하는 전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일반 사단 법인 One Osaka 루프 버스 추진 기구
＜SUNQ 버스＞
・상품 개요 ：

・판매 요금

규슈 섬 내 및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시 주변의 고속 버스 및 일반 노선
버스의 대부분 전 노선과 일부 선박을 무제한 프리 패스 티켓으로. 3종류가
있으며, 요금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과 이용 가능 일수가 다릅니다.

： ①북부 규슈（3일간）：8,000円
②전 규슈（3일간）：10,000円, （4일간）：14,000円

※(이용 가능 지역)「전 규슈」：규슈 전체 7현 + 시모노세키「북부 규슈」：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쿠마모토
※소아 요금 설정은 없습니다.
・이용 방법

・제공 노선
・운영 회사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영수증을 갖고 후쿠오카
공항, 미야자키 공항, 가고시마 공항 버스 승차권 판매 카운터에서 티켓과
교환. 영수증과 교환하여 받은 SUNQ 패스로, 버스 ・ 선박에 승하차 시에
승무원에게 제시.
： 후쿠오카, 미야자키, 가고시마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 SUNQ패스 운영 위원회 (사무국: 니시테츠 고속 버스 주식회사)

＜FUKUOKA 1DAY PASS＞
・상품 개요 ： 니시테츠의 전철과 버스 1일 무제한 승차권.
・판매 요금 ： 성인（12세 이상（중학생 이상））2,060円
소아（소아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1,030円
※（이용 가능 지역）
버스） 후쿠오카・구루메・사가・치쿠호 지구를 운행하는 니시테츠의 일반 노선 버스
전철）니시테츠 텐진 오무타 노선 후쿠오카(텐진) ~ 야나가와 구간 및 다자이후 노선과
아마기 노선

・이용 방법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갖고 후쿠오카
공항 버스 승차권 판매 카운터에서 티켓과 교환. 영수증과 교환하여 받은
「FUKUOKA 1DAY PASS」로 버스 승하차 시 승무원에게 제시.
※전철 이용의 경우, 자동 개찰기 이용이 불가하오니, 유인 개찰을 이용 하십시오.
・제공 노선 ：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
＜Peach ・니시테츠 고속 버스 티켓＞
・ 상품 개요 ： 「후쿠오카 공항-고쿠라 구간」, 「후쿠오카 공항-사가 구간」, 「후쿠오카
공항-구루메 구간」의 버스 승차권
・판매 요금 ： 1,000円(통상 1,230円・230円 할인) ※소아 요금 설정은 없습니다.
・이용 방법：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받은 후, 승하차
시 버스 승무원이 제시하는 운임 상자에 투입.
・제공 노선 ：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서일본 철도 주식회사
＜루프트 트래블 렌터가 - 할인권＞
・티켓 명칭 ： 루프트・트래블 렌터가 할인권
・판매 요금 ： 1,080円
・이용 방법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받은 후, 나하
공항 LCC 터미널 내 루프트 트래블 렌터카 전용 카운터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후, 면허증 사본을 제출. 렌터카 예약서를 발행 받은
후, 트래블 렌터카의 VIP 차량에 승차. 나하 공항 LCC 터미널을 출발하여
영업소까지 이동.
・제공 노선 ： 오키나와（나하）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주식회사 루프트・트래블 렌터카
＜테부라 Horizon WiFi＞
・티켓 명칭 ： 테부라 Horizon WiFi
・상품 개요 ： 일본에서 WiFi 빌리는 것을 잊어도 괜찮습니다! 도착 후 공항에서 바로 수령
가능.신청도 쉽게, 반납도 쉽게! 일본어 대응의 안심 서비스.
타이페이의 레스토랑, 마사지,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쿠폰 증정.
・판매 요금 ：
3일간 WiFi 플랜 2,010円
5일간 WiFi 플랜 3,000円
기재 이외의 플랜이나 옵션 추가도 터미널 내 매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
・이용 방법 ： 기내 판매 시 객실 승무원에게 구입.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갖고 대만 타오위안 국제 공항 제 1 터미널, 제 2
터미널의 Horizon-WiFi 카운터로. ※카운터에서 WiFi 단말기, 쿠폰 교환.
・제공 노선 ： 타이완(타오위안)에 도착하는 전 노선의 기내
・운영 회사 ： HORIZON INTERNATIONAL ENTERPRI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