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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 와 긴다이 대학교의 하늘 콜라보레이션
세계 최초로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이 기내식으로 등장

～화제의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Peach 기내에서 한정 판매!～
・ 6월 1일(수) 부터 기내식 「PEACH DELI」를 여름 메뉴로 리뉴얼
・ 여름 메뉴의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을 약 700개 수량 한정 판매
・ 호평을 받은, 타코샴 피치 로제의 재등장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Peach, 대표 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는 6월 1일(수) 부터, 기내식
「PEACH DELI」를 여름 메뉴로 리뉴얼 합니다.
이번 「PEACH DELI」 여름 메뉴에서는, 긴키대학(이하: 긴다이, 학장: 시오자키 히토시)과의 제휴를
실현하고, 긴다이 참치에 이어 화제가 된 세계 최초의 식재료, 「긴다이의 장어맛 메기」를 사용한,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1,350엔）이 등장합니다. 판매 대상 노선은, 비행 시간이 90분
이상인 모든 국내선과,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제선*에서, 약 700개를 수량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오키나와(나하) – 서울(인천) 출도착 노선, 도쿄(하네다) 출발 ・ 타이페이(타오위안)행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1,350엔） ※수량 한정（약 700개）

Peach는 설립 이후, 항공사 최초 시도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은, Peach 기내식의 「재미있다・맛있다」라는 컨셉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번 「PEACH DELI」에서 채용을 결정하여, 긴다이 대학과 Peach의 하늘 콜라보레이션이
실현되었습니다.
「긴다이 대학교의 장어맛 메기 덮밥」은, 긴키 대학 세계 경제 연구소의 아리지 마사히코 교수가 6년간
연구하고, 세계 처음으로 음식 맛을 장어의 맛에 근접하게 한 메기 입니다. 최근, 양식 장어의 원료인 천연
치어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완전양식이 가능한 일본산
마나마즈(메기 과) 성어 양식 기술을 체계화하면서, 장어 대체 생선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래 일본의
마나마즈는 다소 흙내가 나고, 기름기가 없어, 장어의 맛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먹이와 수질의 개량으로,
「긴다이 대학교 장어맛 메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여름 메뉴에서 대호평으로 매진된, 「타코샴 피치 로제」가 재등장 합니다. 창업
100년 이상의 노포, 오사카 카타시모 와이너리가 타코야키와 함께 마실 생각으로 만든, 시원한 목
넘김이 특징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또한, 피치 로제의 타코샴은, Peach 기내 한정 판매입니다.
또, PEACH DELI에서는 단골이 된 메뉴, 「『타코마사』의 타코야키」（750엔）와 「노포『천방』의
오코노미야키」（800엔）도 계속 판매합니다.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 소스의 향기와, 목 넘김이 상큼한
타코샴 피치 로제로 Peach에서 밖에 맛볼 수 없는 캐쥬얼하면서 럭셔리한 하늘 여행을 즐겨 보세요.
또한, 구운 흰 생선에 굳힌 고기 반죽, 두껍게 부친 계란 등 여러가지 반찬을 즐길 수 있는 「일본식
피크닉 도시락」（900엔）은 매출의 일부를 개발 도상국의 농업 지원을 하는 「칼로리 오프셋
프로그램」의 대상 상품으로, 맛있고 낮은 칼로리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공헌으로 이어집니다.
「PEACH DELI」는 앞으로도, 배도 마음도 채울 수 있는 Peach만의 재미있고 맛있는 메뉴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또한, Peach 공식 신용카드 「Peach Card」를 제시, 또는 결제하실 경우 「PEACH DELI」
메뉴가 전품 10% 할인＊ 됩니다. 이 기회에 꼭 「Peach Card」를 발급받아 보세요. 「Peach
Card」의자세 한정보는Peach 사이트（www.flypeach.com/jp/ja-jp/specials/peach_card.aspx）를
확인해 주십시오.
＊

「카타시모와이너리타코샴피치로제」（1,000엔）

합계 1,000엔 이상 구매했을 경우

「『타코마사』의 타코야키」（750엔）

「일본식 피크닉 도시락」（900 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