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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화) 12:00

<1. 4.(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1. 3.(화) 08:30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희재 (044-200-4418)

소비자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욱 (044-200-4428)

소비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전영재 (044-200-4464)

전자거래과 담당자 조사관 송경옥 (044-200-4467)

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한 테슬라 제재 
-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함

<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

적용 법률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표시광고법

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②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③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 시정명령

▶ 과징금
   (2,852백만 원)

전자상거래법

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②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 시정명령

③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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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내용

1.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①주행가능거리, ②수퍼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가. 주행가능거리

□ (행위사실)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여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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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 ]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

□ (거짓․과장성) 테슬라가 “ㅇㅇㅇkm 이상̇ ̇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 상온(20~30°C)에서 도심과 고속도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한 후 도심 55%,
고속 4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주행거리를 산출(환경부 또는 산업부 인증)

-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다.

※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
(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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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1)

(단위: km)

구분 인증일
상온

 비율
(b/a)

저온

도심 고속 복합
(a)

도심
(b) 고속 복합

모델S 롱레인지 19. 7. 1 498.7 472.8 487.0 73.6% 358.6 454.6 401.8

모델S 퍼포먼스 19. 7. 1 486.9 471.3 479.9 79.5% 381.7 483.9 427.7

모델X 롱레인지 19. 7.12 448.7 424.8 438.0 64.9% 284.2 382.3 328.3

모델X 퍼포먼스 19. 7.12 425.4 416.3 421.3 69.8% 294.1 397.7 340.7

모델3 롱레인지 19. 8.20 458.7 430.7 446.1 49.5% 220.7 337.2 273.1

모델3 롱레인지 20.12.16 507.8 481.0 495.7 79.3% 393.1 492.8 438.0

모델3 롱레인지 21. 4.26 544.6 507.4 527.9 73.2% 386.4 505.8 440.1

모델3 퍼포먼스 19. 8.20 428.6 398.0 414.8 50.3% 208.5 302.6 250.8

모델3 퍼포먼스 20.12.16 498.2 458.0 480.1 78.5% 377.1 463.0 415.8

모델3 스탠다드 19. 8.20 372.6 327.2 352.1 50.3% 177.2 256.5 212.9

모델3 스탠다드 20.12.16 405.4 357.0 383.6 70.6% 270.8 346.4 304.8

모델Y 롱레인지 21. 1. 8 530.1 488.4 511.4 75.1% 384.1 491.7 432.5

모델Y 퍼포먼스 21. 1. 8 459.3 433.9 447.9 79.6% 356.5 439.5 393.9

ㅇ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미국 광고 ]

 

1) 상온(20~30°C)과 저온(-6.7°C)에서 각각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가 산출(총 6가지)되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6가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표시하여 차량의 보닛 내부에 
라벨로 부착하여야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볍령에 따라 1회 충전 상온-복합 주행거리를 표시하여 
차량의 유리 측면 등에 라벨로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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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 (행위사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다.

* 수퍼차저 V3로 30분 충전하게 되면 약 60%(모델3), 15분 충전하게 되면
약 49%(모델3․Y․S․X), 35%(모델S․X)가 충전되는데, 주행가능거리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30분 또는 15분 충전으로 추가 주행가능 거리를 광고하였음

 [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 ]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ㅇㅇㅇkm 충전”

□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 테슬라의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였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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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가 시작된 2019. 8. 16.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 3. 31. 이후에 설치되었다.

*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고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름

-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021. 10월 기준, 국내에 수퍼차저 V2는 180개, V3는 137개가 설치되었음

ㅇ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 외부 기온 20°C 또는 35°C, 배터리 충전상태 3.7~6.3%, 배터리 온도 최적화 등

-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테슬라는 배터리 사용 최적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20%의 배터리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20%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
하는 경우 수퍼차저 V2, V3 모두 광고된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음

ㅇ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기만성도 인정된다.

* 일반적으로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
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짐

 다. 연료비 절감금액

□ (행위사실)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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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전기 비용은 전국 평균인 kwh 당 \135.53…가정했습니다.”

□ (기만성)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 7월 ~
’21.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ㅇ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하였다.

-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19. 12월 발표)되고 실제 ’22.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19.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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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 (소비자오인성)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거래저해성)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 (행위사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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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주문 결제 화면(예시) ]

                          [ 자동차 구매계약서(예시) ]

 ㅇ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 테슬라 사이버몰 자주 묻는 질문(예시) ]

계약서 내용: 

귀하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주문을 

취소할 것이며,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가 손해배상으로서 
주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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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 제18조 제9항 위반)

 

나.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 (행위사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

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다.

 [ 테슬라 FAQ 화면(예시) ]

⇒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 제5조 제4항 위반)

다.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행위사실)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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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판매 화면(예시) ]

⇒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

취소(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법 제13조 제2항 위반)

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 (행위사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①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②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③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하지 않았다.

⇒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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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조치 내용

1.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22. 5월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 부과

 ㅇ (과 징 금) 2,852백만 원(잠정)

2.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 적용 법조 

 ㅇ (주문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징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ㅇ (온라인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제한)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ㅇ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ㅇ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21. 1월 ~ ’22. 11월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하여 행위금지명령만 부과

 ㅇ (과 태 료) 1백만 원

*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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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테슬라 및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
<붙임 2> 이 사건 광고 내용(시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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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테슬라 및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

테슬라코리아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회사설립일
매출액 영업이익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5.12.1 64,998 180,896 716,209 926 2,038 10,799

테슬라Inc 일반현황
                                                                     (단위: 백만 달러)

회사설립일
매출액 영업이익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03.7.1. 21,461 24,578 31,536 △388 △69 1994

전 세계 전기차 생산업체 현황

                                                          (2020.9월 누적 기준, 단위: %)

업체명 시장점유율 기존 업종 진입시기 차량명
테슬라 24.7 전기차 2012.6월 모델S‧3‧X‧Y

르노닛산 10.2 내연기관 2010.12월 Leaf
폭스바겐 9.9 내연기관 2014.2월 e-Golf

GM 8.7 내연기관 2016.12월 Bolt 등
현대차 7.4 내연기관 2011.12월 레이EV
NIO - 신생업체 2014년(설립) EP9 등

XialPeng - 신생업체 2014년(설립) G3 등

※ 출처: 제4차 친환경 기본계획 등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국내 전기승용차 판매현황
                                                                          (단위: 대, %)

순위 업체명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판매대수

 성장율판매대수 점유율 판매대수 점유율
1 테슬라 417 3.0 7,080 43.3 1597.8
2 현대차 5,880 41.7 4,877 29.8 △17.1
3 기아차 5,084 36.0 2,309 14.1 △54.6
4 한국지엠 1,679 11.9 1,285 7.9 △23.5
5 르노삼성 345 2.4 457 2.8 32.5
6 M-Benz - - 115 0.7 -
7 닛산 526 3.7 99 0.6 △81.2
8 BMW 120 0.9 69 0.4 △42.5
9 기타 56 0.4 68 0.4 21.4

합계 14,107 100.0 16,359 100.0 16.0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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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이 사건 광고 내용(시정 전․후)

 [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

 [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시정 후) ]

 

.

☞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최대 수치임을 기재하여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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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시정 전) ]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ㅇㅇㅇkm 충전”

 [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시정 후) ]

 

.

☞ 종전 광고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하였으나, 배터리 충전상태가 몇 %에서 

충전을 시작할 때 수치인지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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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시정 전)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전기 비용은 전국 평균인 kwh 당 \135.53…가정했습니다.”

 [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시정 후) ]

 

.

☞ 층전비용 등의 기준 시점과 가격을 명시하고 링크를 통해 현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진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