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정보
(FedEx 글로벌 제3자 화물 용)
대한민국
추가요금 요율은 미국 걸프만 제트유 인덱스(US Gulf Coast Jet Fuel Index)를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에 산
정되며, 총 운송 요금에 적용됩니다(현행 유류할증제 및 계산 샘플을 확인하려면
https://www.fedex.com/ko-kr/home.html 를 방문).

유류 할증료

특별 취급 요금 (단위: 원)
주소 정정 및 변경 요금
제3자 청구 추가 요금
Third Party Consignee (제3자 수취인) 추가 요금
도착지 브로커 지정 수수료

발송 건당 14,600원
총 운임의 2.5%
발송 건당 14,200원
발송 건당 13,600원 또는 kg당 1,540원 중 큰 금액 적용

토요일 픽업 요금

발송 건당 20,100원

토요일 배달 요금

발송 건당 20,100원

Global 프린트 반송 라벨 추가비용

무료

*서비스 외 지역 픽업 (OPA)

그룹에 따른 추가요금 적용:
그룹 A: 미적용
그룹 B: 화물 당 30,000원 또는 kg 당 500원 중 큰 금액 적용
그룹 C: 화물 당 39,000원 또는 kg 당 650원 중 큰 금액 적용

*서비스 외 지역 배달 (ODA)

그룹에 따른 추가요금 적용:
그룹 A: 화물당 4,200원
그룹 B: 화물 당 30,000원 또는 kg 당 500원 중 큰 금액 적용
그룹 C: 화물 당 39,000원 또는 kg 당 650원 중 큰 금액 적용

*FedEx는 서비스 외 지역의 픽업(OPA) 및 서비스 외 지역의 배달(ODA)을 위한 화물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Zip과 우편번호 목록(2022년 1월 17일부터 유효)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간접서명

모든 화물 또는 모든 도착지에 본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의 개인 거주지 도
착 화물의 총 운송신고금액이 USD500 또는CAD500 미만인 경우Freight (중량화물) 이외의 화물 1건당
4,000원의 특별 취급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서명

미국 또는 캐나다의 개인 거주지 도착 화물의 총 운송신고금액이 USD500 또는 CAD500 미만인 경우
Freight (중량화물) 이외의 화물 1건당 4,600원의 특별 취급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서명

Freight (중량화물) 이외의 화물 1 건당 5,800원의 특별 취급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달 서명 옵션에
서 ‘성인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송지 주소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배달 추가 요금

비(非) Freight 발송 건당 4,400원 또는 Freight 발송 건당 152,300 원 (미국 및 캐나다 도착지에 한함). 서비
스 외 지역 배달(ODA) 추가 요금이 적용 되는 화물의 경우, 거주지 배달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edEx 10kg 또는 25kg Box 발송물에는 거주지 배달 추가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접 위험물 (Accessible Dangerous Goods)
비근접 위험물 (Inaccessible Dangerous Goods)

발송 건당 152,100원 또는 kg당 2,360원 중 큰 금액이 부과되며, 최소 청구 무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
은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건당 93,800원 또는 kg 당 1,320원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되며, 최소 청구 무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취급 요금 – 용적 (Additional Handling
Surcharge - Dimension)

IF, IPE, IP, IE 서비스에 발송건 당 7,200원. 이 추가요금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21cm를 초과하거나; 두번
째로 긴 변 의길이가 76cm를 초과하거나; 가장 긴 변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266cm를 초과할 때 모든 패키
지에 부과됩니다. 만일 특대형 화물 취급요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이 추가요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
다.

추가 취급 요금 – 중량화물 (Additional Handling
Surcharge - Freight)

IPF, IEF 서비스에 발송건 당 219,900원. 이 추가요금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57cm 를 초과하는 모든 중량
화물에 부과됩니다.

특대형 화물 취급 요금 (Oversize Charge)

발송건 당 86,000원. 이 추가요금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43cm 를 초과하거나, 길이+둘레가 330cm 를 초
과하는 패키지가 포함된 배송건에 대해 부과됩니다.
* 길이는 화물의 가장 긴 변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단 적재 불가능한 화물 (Non-Stackable) 추가
비용
드라이아이스 추가 요금
Priority Alert (PA)- Package:
Priority Alert (PA)- Freight:
Priority Alert Plus (PA+)- Package:
Priority Alert Plus (PA+)- Freight:
On-Demand Care (ODC) - Package:
On-Demand Care (ODC) - Freight:
관세/부가세

IPF와 IEF 화물 발송 건당 217,900원
발송 건당 6,600원. 드라이아이스와 위험물(근접 또는 비근접 위험물)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된 화물인 경우
위험 물 추가 요금만 부과되며, 드라이아이스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IP&IPE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72,500원 또는 kg 당 2,900원 중 큰 금액이 적용
IPF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580,000원 또는 kg 당 1,450원 중 큰 금액 적용
IP&IPF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87,000원 또는 kg 당 4,350원 중 큰 금액 적용
IPF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725,000원 또는 kg 당 1,450원 중 큰 금액 적용
IP&IPE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134,810원 또는 kg 당 5,930원 중 큰 금액 적용
IPF 서비스의 경우 화물 당 725,000원 또는 kg 당 2,900원 중 큰 금액 적용
화물에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FedEx는 화물에 부과된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대신하
여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할 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지불 당사자는 화물의 종류 및 배송 목적지에 따른
FedEx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세 및 세금을 FedEx에 상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
스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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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정보
(FedEx 글로벌 제3자 화물 용)
대한민국
운송 신고 금액 (Declared Value
for Carriage)
추가 비용

화물의 분실, 손상 또는 배송 지연에 대한 FedEx의 책임 한도는 한 발송 건당 미화 100달러 또는1kg당 미화 20 달러 중 큰 금
액으로 제한됩니다. 정확한 한도는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또는 현지 통화 (한국 인 경우,원 (WON))으로 표기되
며, 정확한 총액은 화물의출발 국가 / 지역 및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실질적인 화물 금액보 더높은 금액에 대한 FedEx의 책임 한도를 원할 경우, 고객님께서 는 고객님의 항공운
송장에 운송신고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신고금액 추가비용(Declared Value Surcharge)”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고객이 수송비를지불하는 글로벌 제3자 화물에 대한 “신고금 액 추가비용”은 운송 신고 금 이115,000 원 또는 파운드당
10,4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5,000 원당 1,420 원 (끝자리수 절상) 이 발생 합니다. 다음의 최대 운송 신고 금액이 적용됩니
다.자세한사항은 FedEx 고 객서비스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대 운송 신고 금액 (도착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FedEx Envelope/Pak: 미화 100 달러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지통화 금액)
International Priority Express/ Priority/Economy (IPE/IP/IE): 미화 50,000 달러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지통화 금액)
International Priority/Economy Freight (IPF/IEF): 미화 100,000 달러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지통화 금
액)
예술작품, 골동품, 유리제품, 보석, 귀금속, 모피 등과 같은 특별 가격 미화 1,000 달러 또는 1킬로그램당 미화 20.00 달러중
품목을 포함하는 화물: 큰 금액

중량 관련 정보

총 화물 중량은 제한이 없지만, 패키지 당 총중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서비 스팀 또는 영업팀
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요금은 하나의 항공운송장 상에 표기된 전체 패키지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킬로그램 중량의 끝자리 수는 올림하여 그
다음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이와 같은 끝자리수 올림은 용적(부피)중량 산출의 변동을 야 기할 수 있습니다. FedEx 청구서에
기재된 요금이 최종적인그리고 공식적인 요금이 된다는것을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실중량이 실중량이 용적(부피) 중량보다 낮은 경우는 중량이 아닌 용적(부피)에 기초하여 요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IPE/IP/
IE 화 물에 용적(부피) 중량(kg)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길이 x 너비 x 높이 (센티미터 또는 인치)
5,000 센티미터(cm) 또는 305 인치(in)
FedEx Small Box와 FedEx Medium Box 그리고 FedEx Large Box에 적용되는 최소청구무게는 1kg 이며 FedEx Tube에 적용
되는 최소청구무게는 4kg입니다.
FedEx 포장재로 배송되는 발송물은 용적중량 운임 대상 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본 서비스 운임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FedEx 고객번호의 신용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한국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계신 고객님께 적용됩니
다.
• FedEx는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글로벌 제3자 서비스 또는 할인 혜택에 대한 개정, 변경, 폐지의 권리를 가집니다.
•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본 요금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여러 가지의 추가요금 및 수수료가 고객님의 화물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화물을 FedEx에 의뢰함
으로써, 고객님께서는 FedEx가 산정한 추가요금 지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고객님의 화물은 다양한 문서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edEx와의 할인혜택에 관한 서신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화물의 FedEx 국제화
물항공운송장 이면에 기재된 약관, FedEx 서비스 가이드, FedEx 국제특송약관, 그리고/또는 발송 국가 및 지역에서 유효한FedEx 국제 운송 약관에 정해진 계약
조건. 이와 같은 문서들에는 앞서 언급한 추가요금, 수수료, 그리고 고객님이 검토해야 할 기타 중요계약 조건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추가적
인 정보를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운임에는 일체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만약 주소 수정으로 패키지가 타국가 및 지역, 타도시 또는 다른 주로 경로를 변경한다면, 새로운 건으로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 운임은 운송비, 추가 요금 및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세, 세금 및 부가 서비스 요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자 청구 추가 요금은 발송인과 관련이
없는 고객번호로 제 3자 지불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FedEx가 판단합니다.

FedEx 운임표 이용약관
1. 세금 및 추가 요금. 모든 운임에는 일체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 요금 및 유류 할증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가 요금 및 기타 정보
(http://www.fedex.com/kr/rates/surcharge_otherinfo.html)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edEx Envelope 및 Pak
• FedEx Envelope 또는 FedEx Pak 요금은 해당 포장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FedEx Envelope 또는 FedEx Pak 화물에 각각 하나의 항공운송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kg을 초과하는 FedEx Envelope 화물은 FedEx Pak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 2.5kg을 초과하는 FedEx Envelope 또는 FedEx Pak 화물은 International Priority Express (IPE) 또는 International Priority (IP)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 International Economy (IE) 서비스에서는 FedEx Envelope과 FedEx Pak 요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FedEx 포장재를 원하실 경우 International Priority Express
(IPE)/ International Priority (IP)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FedEx Envelope과 Pak 포장재을 이용한 IE 화물은 중량에 따라 IE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3. FedEx 10kg 및 25kg Box
• FedEx 10kg 및 25kg Box 요금은 해당 포장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FedEx 10kg 또는 25kg Box 화물에 각각 하나의 항공운송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edEx 10kg Box의 최대 적재 중량은 25kg이며, FedEx 25kg Box의 최대 적재 중량은 44kg입니다. 실제 중량이 44kg을 초과하는 FedEx 10kg 또는 25kg Box 화
물에는 보다 높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험물. 위험물은 FedEx Envelope, FedEx Pak, FedEx 10kg Box, FedEx 25kg Box, 또는 FedEx International Economy (IE) 서비스나 FedEx International
Economy Freight (IEF) 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수 없습니다.
5. 사전 예약 요청. 다음과 같은 항공 화물은 고객서비스팀을 통해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 실제 중량이 300kg을 초과하는 IPE 복수 화물, 또는
• 실제 중량이 300kg을 초과하는 IP 복수 화물, 또는
• 실제 중량이 300kg을 초과하는 IE 복수 화물, 또는
• IPF 화물 (중량 무관), 또는
• IEF 화물 (중량 무관)
6. IPF/IEF 최저 요금. 중량 68kg 미만의 IPF 또는 IEF 화물의 경우 하나의 패키지당 68kg으로 최저 요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글로벌 제3자 운임
• 일부 발송지 및 도착지의 경우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정보는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FedEx 10kg Box 화물의 중량이 10kg을 초과하거나 FedEx 20kg Box 화물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 인 없이 IPE/IP 요금이 적용됩니다.
8. IPE 서비스는 목적지의 우편번호로에 따라 발송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서비스팀에 연락하시어 목적지의 세부 정보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픽업요청은
FedEx 고객서비스팀 (1588-0588)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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