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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한국 취항 35주년 기념 증편으로 주 14회 운항



하계 스케줄부터 서울-뮌헨 노선 증편으로 주 7회 운항
한국 취항 35주년 기념 증편으로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포함 한국에서 주 14회 운항

유럽 최초 및 유일의 5스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뮌헨 노선을 증편하여 매일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해당 노선은 루프트한자 단독으로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첫 운항을 시작 후
하계 스케줄 기준 주 6회 운항해 왔으며 올해 증편을 통해 처음으로 주 7회, 매일 운항 예정이다.

루프트한자는 현재 서울-뮌헨 노선에 최신 기종인 A350-900을 운항하고 있다. 유럽 5스타 공항인
뮌헨 공항은 루프트한자의 허브 공항 중 하나로서 최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유럽 공항
에 비해 짧은 환승 시간 제공 및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유럽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증편 운항을 통해 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 14회 운항하게 된다. 1984년 서울-프
랑크푸르트 노선 운항을 시작 후 단항 없이 운항해 온 루프트한자는 올해 한국 취항 35주년을 맞
았다. 서울-뮌헨 노선뿐 아니라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또한 매일 한 편씩 운항함으로써 한국 취
항 이래 처음으로 최대 운항한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한국 지사장은 “루프트한자는 한국의 항공 여행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의 두 허브 공항으로 운항함
으로서 다양한 목적지로의 연결편 및 승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 취항
35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 증편을 통해 주 14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 한국 승객의 다양한 항공 여행 경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그룹(Lufthansa Group)은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 항공 그룹으로서 허브 항공사(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오스트리아 항공)와 지점간 연결 항공사(유로윙스, 브뤼셀 항공)로 구성된 여객
부문 그리고 항공 서비스(화물, 정비, 기내식 등) 부문의 세 개의 전략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Lufthansa Group Airlines)는 2019년 하계 스케줄 기준 103개국 343개 도시로
운항 중이며, 다양한 협력 항공사와 함께 전 세계 400개 이상 목적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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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독일항공(Lufthansa German Airlines)은 유럽 최대 항공사이자 스카이트랙스 선정 유럽 최고 항
공사 및 유럽 최초 및 유일의 5스타 항공사이다.
한국에서는 35년 이상 단항 없이 운항 중이며 현재 서울/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주 7회 및 뮌헨 주 7회를
거쳐 유럽 그 이상의 도시로 매일 연결하고 있다. A350을 포함한 최신 및 최대 기종으로 운항 중이며 프리
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포함한 전 객실에 모두 최신 프로덕트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식 기내식,
한국어 엔터테인먼트, 한국인 승무원 등 맞춤형 현지화 서비스는 물론 기내 인터넷 서비스인 플라이넷®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창립 회원 항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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