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제
주

이번주 요금

추가 요금

25 10 월, 2021 - 31 10 월, 2021

$2.329

22.50%

18 10 월, 2021 - 24 10 월, 2021

$2.26

22.00%

11 10 월, 2021 - 17 10 월, 2021

$2.143

21.00%

04 10 월, 2021 - 10 10 월, 2021

$2.022

20.00%

27 9 월, 2021 - 03 10 월, 2021

$1.996

20.00%

20 9 월, 2021 - 26 9 월, 2021

$1.91

19.50%

13 9 월, 2021 - 19 9 월, 2021

$1.927

19.50%

06 9 월, 2021 - 12 9 월, 2021

$1.842

18.50%

30 8 월, 2021 - 05 9 월, 2021

$1.735

17.00%

23 8 월, 2021 - 29 8 월, 2021

$1.819

17.50%

16 8 월, 2021 - 22 8 월, 2021

$1.832

17.50%

09 8 월, 2021 - 15 8 월, 2021

$1.918

18.50%

02 8 월, 2021 - 08 8 월, 2021

$1.842

17.50%

FedEx Express® 서비스에 대한 유류할증 요율은 매주 고지되는 케로신(kerosene) 타입 제트유
1 갤런당 미국 걸프 만(USGC: U.S. Gulf Coast) 현물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류할증제는 FedEx International Express Freight® (IXF)와 FedEx International Airport-toAirport(ATA)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FedEx Expres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각 발송물의 유류할증료는 순 화물 요금에 더해지며, 다음과 같은 추가 할증료와 함께 계산됩니다.
• 관세사 지정 수수료 (Broker Select)
• 배송 서비스 외 지역 추가요금 (ODA)
• 픽업 서비스 외 지역 추가요금 (OPA)
• 거주지 배송 추가요금 (RESI)
• 토요일 배송 요금 (SDL)
• 토요일 픽업 요금 (SPU)
• 추가 취급 요금 – 규격
• 추가 취급 요금 – 중량화물
• 특대형 화물 취급 요금
• 이단 적재 불가능한 화물추가비용

• 서명 추가 요금 (ISR, DSR, ASR)
• 성수기 추가 요금
이용 약관
FedEx 는 사전 공고 없이 발송물에 대해 유류 및 기타 할증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할증에 따른 금액이나 기간 결정은 전적으로 FedEx 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FedEx 에 발송을
의뢰하신 고객은 FedEx 가 결정하는 할증요금을 지불함에 동의한 것입니다.

FedEx Express 유류할증표
(갤런당 연료 현물가(단위 미 달러))
USGC 가격(최소)

유류할증료

$0 - $0.15
$0.15 - $0.19
$0.19 - $0.23
$0.23 - $0.27
$0.27 - $0.31
$0.31 - $0.35
$0.35 - $0.39
$0.39 - $0.43
$0.43 - $0.47
$0.47 - $0.51
$0.51 - $0.55
$0.55 - $0.59
$0.59 - $0.63
$0.63 - $0.67
$0.67 - $0.71
$0.71 - $0.75
$0.75 - $0.79
$0.79 - $0.83
$0.83 - $0.87
$0.87 - $0.91
$0.91 - $0.95
$0.95 - $0.99
$0.99 - $1.03
$1.03 - $1.07
$1.07 - $1.11
$1.11 - $1.15
$1.15 - $1.19
$1.19 - $1.25
$1.25 - $1.31
$1.31 - $1.37
$1.37 - $1.43
$1.43 - $1.49
$1.49 - $1.55
$1.55 - $1.61
$1.61 - $1.67
$1.67 - $1.73
$1.73 - $1.79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79 - $1.85
$1.85 - $1.91
$1.91 - $1.97
$1.97 - $2.03
$2.03 - $2.09
$2.09 - $2.15
$2.15 - $2.21
$2.21 - $2.27
$2.27 - $2.33
$2.33 - $2.39
$2.39 - $2.45
$2.45 - $2.51
$2.51 - $2.57
$2.57 - $2.63
$2.63 - $2.69
$2.69 - $2.75
$2.75 - $2.81
$2.81 - $2.87
$2.87 - $2.93
$2.93 - $2.99
$2.99 - $3.05
$3.05 - $3.11
$3.11 - $3.17
$3.17 - $3.23
$3.23 - $3.29
$3.29 - $3.35
$3.35 - $3.41
$3.41 - $3.47
$3.47 - $3.53
$3.53 - $3.59
$3.59 - $3.65
$3.65 - $3.71
$3.71 - $3.77
$3.77 - $3.83
$3.83 - $3.89
$3.89 - $3.95
$3.95 - $4.01
$4.01 - $4.07
$4.07 - $4.13
$4.13 - $4.19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21.50%
22.00%
22.50%
23.00%
23.50%
24.00%
24.50%
25.00%
25.50%
26.00%
26.50%
27.00%
27.50%
28.00%
28.50%
29.00%
29.50%
30.00%
30.50%
31.00%
31.50%
32.00%
32.50%
33.00%
33.50%
34.00%
34.50%
35.00%
35.50%
36.00%
36.50%
37.00%
37.50%
38.00%

참고: 유류할증료와 유류비 지수에는 2 주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eia.gov 의 유류비 고지가 지연되는 경우
FedEx 는 이전의 유류비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 요율은 수출화물, ImportOne* 및
글로벌 제 3 자# 화물에 적용됩니다.
* ImportOne 서비스에 등록하신 고객님에게만 한함. 기타 고객님들의 한국 도착 화물에는 발송지의 수출화물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 글로벌 제 3 자 운임 서비스에 등록하신 고객님에 한함. 기타 고객님의 글로벌 제 3 자 화물에는 발송지의
수출화물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 요율 및 관련 요인은 사전 공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유가가 갤런당 US $4.19 이상일 경우 위의 표도 업데이트 됩니다.
FedEx Express 유류할증 요율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 적용되며 FedEx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FedEx Express® 서비스에 대한 유류할증 요율은 매주 고지되는 케로신(kerosene) 타입 제트유
1 갤런당 미국 걸프 만(USGC: U.S. Gulf Coast) 현물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케로신 타입
제트유의 갤런당 현물가격은 USGC 인덱스를 참고하십시오. 이 인덱스에 표시된 가격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것으, FedEx 는 이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