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가격제: 
간단한 안내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단위 가격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단위 가격제를 통해 소비자는 서로 다른 크기와 
서로 다른 상표의 비슷한 품목들의 가치를 빠르
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에 의거, 몇
몇 식료품 소매업자들은 진열대에 부착된 라벨 
및 판매가가 표시되는 광고에 단위 가격을 의무
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귀하의 사업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
되는지, 그리고 귀하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에 의거, 귀하의 사업장에 단위 가격을 의무
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1일까지 모든 비 면세 품목에 대해 반
드시 단위 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발적으로 법률에 순응할 수도 있고, 전혀 참
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비 면세 식료품목에 대해 매장 내에 단위 가
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법률에 

순응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소매업자들은 법률의 모든 의
무 조항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식료품 전시에 
사용되는 매장 
면적이 1000 
제곱 미터가 넘
습니까?

법률에 의거, 귀하의 
사업장에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1일까
지 모든 비 면세 품목
에 대해 반드시 단위 
가격제를 도입해야 합

니다.

매장 기반 
소매업자

본 법률은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품목에도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의무 조항에 의해 단위 

가격 표시가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모든 품목을 판
매하고 게십니까?

 •	 빵 

 •	 밀가루

 •	 쌀

 •	 아침식사용 시리얼

 •	 신선한 과일과 야채

 •	 설탕

 •	 계란

 •	 육류

 •	 버터

 •	 신선한 우유

 •	 본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포장된 음식

다음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 게십니까?

 •	 빵 
 •	 밀가루
 •	 쌀
 •	 아침식사용 시리얼
 •	 신선한 과일과 야채
 •	 설탕
 •	 계란
 •	 육류
 •	 버터
 •	 신선한 우유
 •	 본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포장된 음식 

주로 식품
을 기반으로 
한 잡화를 판
매하고 계십
니까?

누가 단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소
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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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격제란 무엇인가?

단위 가격제란 식료품목에 판매가와 더불어 단위당 표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00 밀리 리터 병 우유의 라벨에는 판매가와 
더불어 리터당 단위 가격이 표시되게 됩니다.

IIIIIIII II IIIIII

MILK 500 mL 

$2.00 per L
$1.00

 ea

새로운 단위 가격제 요구 조건은 2009년 7월 1일 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상거래 (산업법 – 단위 가격제) 법 
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을 기반으로 한 식품 잡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누가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단위 가격 표시가 의무입니다.

1. 상점 기반 소매업자

o 소매업 사업장의 주 용도가 식품 기반 잡화 품목 
판매이고, 

o 식료품 전시에 소요되는 매장 면적이 1000 제곱 
미터를 초과하며

o 최소한의 식품 기반 잡화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온라인으로 최소한도의 식품 기반 잡화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이에 해당되는 소매업자는 2009년 12월 1일까지 모든 비
(非)면세 식료품목에 대해 반드시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식료품이란 무엇인가?
법률에 의거, 귀하가 아래에 제시된 모든 식료품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귀하는 최소한도의 식품 잡화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o 빵

o 아침식사용 시리얼

o 버터

o 계란 

o 밀가루 

o 신선한 과일 및 야채

o 신선한 우유

o 육류

o 쌀

o 설탕

o  위에 제시된 품목 외의 포장된 음식  

매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상, 매장 면적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내부의 매장 
면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소비하는 
공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마시는 공간)

단위 가격을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나?
매장 면적이 1000 제곱 미터 혹은 그 이하인 식료품 
소매업자는 법률에 의거 단위 가격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장 내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비 면세 
식료품목에 단위 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법률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시행을 할 경우, 
모든 법률 요구 조건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 다른 의무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예를 들어 
거래 단위 규제) 단위 가격을 표시한다고 할 경우, 귀하는 
본 법률에 자발적으로 순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 법률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2009년 7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비 면세 품목에 대해 단위 가격을 
표시한 식료품 소매업자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비 면세 품목에 대해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비 면세 식료품목에 대해 단위 가격 표시를 
시작한 식료품 소매업자의 경우, 단위 가격 표시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비 면세 품목에 대해 반드시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단위 가격제가 귀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 소책자인 단위 
가격제: 식료품 소매업자를 위한 안내서(Unit pricing: 
a guide for grocery retailers)에 단위 가격제 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안내서는 영어로 되어 있으며,                         
www.accc.gov.au/unitpricingguide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CCC 단위 가격제 핫라인에 
영어 전화 1300 302 502 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모국어로 ACCC에 전화하길 원하실 경우, 131 450
에 전화를 해서 통역사에게 ACCC 단위 가격제 핫라인 
1300 302 502 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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