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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류 할증 요율표 
 

U.S. Gulf Coast 
Jet Fuel Price 

*단위: 갤런 당 금액(USD) 
유류 할증료 

적용 비율 
 

U.S. Gulf Coast 
Jet Fuel Price 

*단위: 갤런 당 금액(USD) 
유류 할증료 

적용 비율 
 

U.S. Gulf Coast 
Jet Fuel Price 

*단위: 갤런 당 금액(USD) 
유류 할증료 

적용 비율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0.00  $0.74  3.00% 
 

$1.76  $1.79  11.75% 
 

$2.81  $2.84  20.50% 

$0.74  $0.77  3.25% 
 

$1.79  $1.82  12.00% 
 

$2.84  $2.87  20.75% 

$0.77  $0.80  3.50% 
 

$1.82  $1.85  12.25% 
 

$2.87  $2.90  21.00% 

$0.80  $0.83  3.75% 
 

$1.85  $1.88  12.50% 
 

$2.90  $2.93  21.25% 

$0.83  $0.86  4.00% 
 

$1.88  $1.91  12.75% 
 

$2.93  $2.96  21.50% 

$0.86  $0.89  4.25% 
 

$1.91  $1.94  13.00% 
 

$2.96  $2.99  21.75% 

$0.89  $0.92  4.50% 
 

$1.94  $1.97  13.25% 
 

$2.99  $3.02  22.00% 

$0.92  $0.95  4.75% 
 

$1.97  $2.00  13.50% 
 

$3.02  $3.05  22.25% 

$0.95  $0.98  5.00% 
 

$2.00  $2.03  13.75% 
 

$3.05  $3.08  22.50% 

$0.98  $1.01  5.25% 
 

$2.03  $2.06  14.00% 
 

$3.08  $3.11  22.75% 

$1.01  $1.04  5.50% 
 

$2.06  $2.09  14.25% 
 

$3.11  $3.14  23.00% 

$1.04  $1.07  5.75% 
 

$2.09  $2.12  14.50% 
 

$3.14  $3.17  23.25% 

$1.07  $1.10  6.00% 
 

$2.12  $2.15  14.75% 
 

$3.17  $3.20  23.50% 

$1.10  $1.13  6.25% 
 

$2.15  $2.18  15.00% 
 

$3.20  $3.23  23.75% 

$1.13  $1.16  6.50% 
 

$2.18  $2.21  15.25% 
 

$3.23  $3.26  24.00% 

$1.16  $1.19  6.75% 
 

$2.21  $2.24  15.50% 
 

$3.26  $3.29  24.25% 

$1.19  $1.22  7.00% 
 

$2.24  $2.27  15.75% 
 

$3.29  $3.32  24.50% 

$1.22  $1.25  7.25% 
 

$2.27  $2.30  16.00% 
 

$3.32  $3.35  24.75% 

$1.25  $1.28  7.50% 
 

$2.30  $2.33  16.25% 
 

$3.35  $3.38  25.00% 

$1.28  $1.31  7.75% 
 

$2.33  $2.36  16.50% 
 

$3.38  $3.41  25.25% 

$1.31  $1.34  8.00% 
 

$2.36  $2.39  16.75% 
 

$3.41  $3.44  25.50% 

$1.34  $1.37  8.25% 
 

$2.39  $2.42  17.00% 
 

$3.44  $3.47  25.75% 

$1.37  $1.40  8.50% 
 

$2.42  $2.45  17.25% 
 

$3.47  $3.50  26.00% 

$1.40  $1.43  8.75% 
 

$2.45  $2.48  17.50% 
 

$3.50  $3.53  26.25% 

$1.43  $1.46  9.00% 
 

$2.48  $2.51  17.75% 
 

$3.53  $3.56  26.50% 

$1.46  $1.49  9.25% 
 

$2.51  $2.54  18.00% 
 

$3.56  $3.59  26.75% 

$1.49  $1.52  9.50% 
 

$2.54  $2.57  18.25% 
 

$3.59  $3.62  27.00% 

$1.52  $1.55  9.75% 
 

$2.57  $2.60  18.50% 
 

$3.62  $3.65  27.25% 

$1.55  $1.58  10.00% 
 

$2.60  $2.63  18.75% 
 

$3.65  $3.68  27.50% 

$1.58  $1.61  10.25% 
 

$2.63  $2.66  19.00% 
 

$3.68  $3.71  27.75% 

$1.61  $1.64  10.50% 
 

$2.66  $2.69  19.25% 
 

$3.71  $3.74  28.00% 

$1.64  $1.67  10.75% 
 

$2.69  $2.72  19.50% 
 

$3.74  $3.77  28.25% 

$1.67  $1.70  11.00% 
 

$2.72  $2.75  19.75% 
 

$3.77  $3.80  28.50% 

$1.70  $1.73  11.25% 
 

$2.75  $2.78  20.00% 
 

$3.80  $3.83  28.75% 

$1.73  $1.76  11.50% 
 

$2.78  $2.81  20.25% 
 

$3.83  $3.86  29.00% 

 

참고: 
1. 유류 할증 요율은 SF 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매 월 공지 될 예정이며 조정 된 요율은 해당 월의 1 일부터 적용됩니다. 

 
2. 유류 할증 요율은 미국 에너지 관리청 (EIA)에서 고지한 2 달 전 케로신 타입 제트유 미국 걸프 만(USGC)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EIA 웹사이트에 있는 USGC 제트유 가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lick : EIA) 

예시) 2019 년 6 월에 적용된 요율은 EIA 가 발표한 2019 년 4 월 USGC 제트유 가격의 반올림한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 
 

3. USGC 제트유 가격이 위의 표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 SF Express 는 사전 통지 없이 유류 할증료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유류 할증료의 금액이나 적용 기간은 전적으로 SF 

Express 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5. SF Express 는 본 운임의 제공 및 제공 기한에 대해 변경 또는 중단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eia.gov/dnav/pet/hist/LeafHandler.ashx?n=PET&s=EER_EPJK_PF4_RGC_DPG&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