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S EUROPE/SCANDINAVIA   

SOTO 구간 가이드  



SAS Go & SAS Plus  Service Concept  

SAS GO SAS PLUS 

RBD : E, M, H, Q, V, W, U, K, T, O RBD : C, D,  Z,  J,  Y,  S,  B,  P,  A 

• 기내수하물 8kg 허용   
• 무료 위탁 수하물 23kg x 1PC 허용 
  (SAS Go LIGHT 요금은 위탁 수하물 불포함! ) 
• 출발 22시간 전 부터 무료 사전 좌석 지정 가능 
• 기내 WiFi 이용 가능 
• 신문, 커피, 차 제공 
• 음료, 스낵, 아침식사 기내 구매 가능 
 

 

• 기내수하물 8kg 허용  
•무료 위탁 수하물 23kg x 2PC 허용 
• 무료 사전 좌석 지정 가능 (기내 앞 쪽 배치) 
• 신문, 커피, 차 및 음료, 스낵, 아침식사 제공 
• 기내 WiFi 무료 이용 
• SAS Lounge 입장 
• Fast Track 이용 

 



SAS Go & SAS Plus  Fare Rules* 

Rules SAS GO SAS PLUS 

RBD E, M, H, Q, V, W, U, K, T, O,  C, D, Z, J, Y, S, B, P, A 

Advance 

Purchase 
Yes (예약 후 0-48시간 이내)** No*** 

Refund No (운임/YQ 환불 불가) Yes*** 

Changes Yes (penalty 부과) Yes*** 

Stopover No Yes 

Min/Max Stay No/1year No/1year 

Discount Child 25%, Infant 90% Child 25%, Infant 90% 

* 상기의 규정 안내는 Agent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테이블이며, 세부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가능 함. 따라서 GDS 에 공시된 
규정을 항상 우선 적용함.  
** SAS Go 요금 및 클래스에 따라 AP/TL 조건이 달라지므로, GDS 를 통한 TL 확인 요망. 
*** SAS Plus Saver 요금의 경우 AP, 변경, 환불에 있어서 제약이 있음. GDS규정확인 요망   



SAS Go & SAS Plus  Photo 

SELF CHECK-IN KIOSK  

SAS FAST TRACK  



SAS Go & SAS Plus  Photo 

SAS AIRPORT LOUNGE 



SAS Go & SAS Plus  FAQ 
Q1. 유럽 구간에 비즈니스 클래스는 없나요? 

없습니다. 유럽 내 구간은 Mono Cabin으로 운항되며, 프리미엄이코노미에 해당하는 SAS PLUS,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SAS 
GO 두 종류의 서비스만 존재합니다. 또한 SAS Plus 의 경우라도 가운데 좌석을 비워 놓지 않습니다.  

Q2. 좌석배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SAS GO 의 경우 출발 22시간 이전 이라면 PRE-SEATING FEE (USD10~18)를 지불하고 배정이 가능합니다. (카드/현금 모두 
가능). 출발 22시간부터는 웹 체크인을 통하여 무료 배정이 가능합니다. SAS PLUS는  발권 이후 언제든 무료로 좌석배정이 
가능합니다.  

Q3. 이코노미는 기내식 제공이 안되나요? 

SAS GO 의 경우, 커피와 차 종류를 제외한 기내식이 유료로 제공 됩니다. 간단한 스낵이나 샌드위치 종류가 기내에서 판매
되고 있으며, 메뉴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SAS PLUS 는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http://viewer.zmags.com/publication/adb5b46a#/adb5b46a/1 

Q4. 자동운임 계산 시 ‘LIGHT’ 라는 요금이 Pricing 됩니다. 일반 요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SAS Go LIGHT 요금에는 무료수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신, 운임이 일반 SAS Go 보다 다소 저렴합니다. 만약 위탁 수
하물이 있는 경우라면 SAS Go 운임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Q5. OZ, LH 등 Star Alliance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Star Alliance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SK 부킹 클래스에 따른 세부 적립율은 해당 항공사로 문
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타 항공사와 분리발권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의 Thru check-in 이 가능한가요? 

SAS 와 인터라인 계약이 있고, 초과수하물이 없으면서, MCT 가 충족되는 경우, 분리 발권된 여정이라고 해도 짐은 THRU 
연결이 가능합니다.  

http://viewer.zmags.com/publication/adb5b4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