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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리콜(recall)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소
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safety regulation)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리콜은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의 실시는 소비자에게 리콜 시행 기업의 제
품에 대한 이미지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
정적 손실 및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같은 리콜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의 발
생으로 인하여 리콜 시행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결함제품에 대한 기업의 리콜 실시는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
의 신호로서 해석되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콜을 기업의 전략적 변수로 간주하여 국내외 리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리콜 시행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확인한 후 리콜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를 통해 리콜이 기
업 경영에 대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리콜은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보편적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한 리콜은 성장은 지체되어 가고
경쟁이 치열하여 신규 소비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
가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성숙기 시장에서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성장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리콜이 그 대응방법에 따라 수익성의 제고
및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리콜을 회피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적극적 대처를 통해 기업 및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
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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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멜라민 분유 파동 및 도요
타(Toyota) 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결함제품
(defective product)의 안전성에 대
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
보의 비대칭성은 결함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안전에 상당한 정도의 위
협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완
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로서 리콜(rec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제
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
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규제(safety regulation)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리콜제도와
같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의 규제는 시장에서 결함제품을 퇴출
시킬 뿐 아니라 생산기업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더 많은 주의 혹은 투자를
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안전
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통
해 보호되고 있다. 첫째는, 제품에 대
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를 하는 방법이다. 안전기준에 벗어나

는 결함제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기
업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행정 제재
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제품의 결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 우 “ 제 조 물 책 임 제 도 (Product
Liability)”
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소비자에게 손해배
상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리콜”
제도이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만 있
어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
어진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리콜이라는 용어는 공식적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 및 환불
을 포함하는 “시정조치”
라는 용어가
1)
사용되고 있다.
리콜은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제품
에 대하여 사고의 사전적 피해 예방
과 확대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불안전
제품 및 품질 불량상품 등으로부터
입은 신체적 위해 및 경제적 손실을
사후적으로만 보상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즉 제조물책임제도와는 구

1)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에는“결함 물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
라는 표현을 통해 리콜의 법률적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는 용어가 리콜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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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 비교
리콜(recall) 제도

제조물책임(PL) 제도

성격

·행정적 규제

기능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
자안전 확보
자 안전 확보

근거법

요건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별된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위해요소 발생
여부에 따라 “사전적 리콜”
과 “사후
적 리콜”
로 나뉜다. 먼저“사전적 리
콜”은 위해요인이 발견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대
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품
의 검사 또는 리콜 감독 기관의 조사
를 통해 제품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경우를 일컫는
다. 반면“사후적 리콜”
은 위해 제품
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시행하는 시정조치이다.
한편, 리콜 시행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자발적 리콜(voluntary product
recall, manufacturer-initiated recall)”
과 “강제적 리콜(mandatory product
recall, government-initiated recall)”
로 구분된다. “자발적 리콜”
은 자사
제품이 정부가 규정한 안전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제품을 제조
한 기업 스스로 결함 내지 위해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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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려가 발생한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하
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 리콜”
은
위해 물품에 대해 해당 기업의 자발
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정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
는 것이다. 결국,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
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리콜은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의 실시
는 소비자에게 리콜시행 기업의 제품
에 대한 이미지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 및 브랜드 이미지 악화
와 같은 리콜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의 발생으로 인하여 리콜시행을 회피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함제품에 대한 기업의

리콜 서비스의 경제적 의미

리콜 실시는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
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 이미
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2)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
장에서는 결함제품이 발생하였을 경
우 리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는 리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관점
에서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기
업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그림 1>

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콜을 기업의 경영활
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변수로서
간주하고 리콜 시행 시 고려되는 경
제적 유인과 리콜 시행에 따르는 비
용 및 편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리콜제도 현황
(1) 국내 리콜제도
현재 국내 리콜제도는 자진리콜, 리
콜권고, 리콜명령 등의 세 가지 형태
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3) 소비자

리콜 절차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인지
▲

결함인지

▲

▲

▲

▲

사업자가
인지

소관부처에
결함정보 보고

사업자에게 필요조치
(리콜 권고·명령)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리콜결과 보고

자진 리콜

2) 리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사례로는 1982년 존슨 앤 존슨 사의 타이레놀 리콜, 2004년 LG
전자 전기압력밥솥 리콜 등이 있다.
3) 2007년 이전에는 리콜권고가 자진리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자진리콜과 리콜
권고를 분리하여 집계하고 있다.
- 자진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조치.
- 리콜권고 : 리콜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콜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리
콜권고 사실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49조).
- 리콜명령 : 리콜사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사업자가 리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비자기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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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리콜
절차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리콜과 관련된 일반적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4)

<표 2>
근거법

소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축산물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을 통해 정비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식품, 의약
품, 축산물, 공산품 등과 같은 품목은

소비자
기본법

주관 부처

리콜 주체

리콜 유형

리콜 요건

물품 등의 소
소비자의 생명·
사업자(제조· 자발적 리콜
관 중앙 행정
신체·재산에 위
수입·판매·용 리콜 권고
기관(지자체
해를 끼치거나
역제공)
강제적 리콜
위임)
끼칠 우려

자동차
관리법

국토해양부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부

리콜 방법
물품 수거·파
기 또는 수리·
교환·환급, 용
역제공 금지

제작자 등(제작 자발적 리콜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결함 시정
·조립·수입) 강제적 리콜 안전운행 지장
자동차제작자
(제작·수입)

자발적 리콜 제작자 배출가스
배출결함 시정
강제적 리콜 허용기준 위반
회수·폐기, 원
위생상 위해 발
료·제조방법·
자발적 리콜
생 또는 위해 발
성분 또는 배
강제적 리콜
생 우려
합비율 변경

식품
위생법

영업자(제조·
식약청 및
가공·소분·
지자체 위임
수입, 판매)

약사법

제조업자·수입
안정성·유효성
자·판매업자,
식의약청 및
자발적 리콜 문제, 공중위생상
약국개설자, 의
회수·폐기 등
지자체 위임
강제적 리콜 위해발생 또는
료기관의 개설
위해발생 우려
자등

회수·폐기·원
영업자(도축업,
궁중위생상 위해
료·제조방법·
축산물
농수산식품부
자발적 리콜
축산물 가공업),
발생 또는 위해
성분 또는 배
가공처리법 (지자체위임)
강제적 리콜
수입자
발생 우려
합비율 변경

품질경영
지식경제부,
공산품 및 공산물
시·도지사
안전관리법
공
산
품
전기 전기용품 지식경제부,
용품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제조업자·수입
업자·판매업자,
영업자

리콜권고

강제적 리콜

위해성 확인, 어
린이 생명·신체 판매중지·개
에 위해 우려
선·수거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파기
표시규정 위반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안전
전기용품 제조
검사 불이행, 안 개선·파기 또
강제적 리콜
업자, 전기용품
전기준 부적합, 는 수거
수입·판매업자
표시규정 위반

4) <표 2>, <표 3>은 서윤경, 「리콜기업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에서 인용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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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정보 제공
제공 주체

소비재

제공 방법

제공 내용

사업자
(제조·수입·판매,
용역제공)

시정계획서에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
한 통지방법 포함
우편통지,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광
고, 판매처 포스터 게시, TV, 라디오 공고
등

시정조치대상 물품 및 용
역 설명, 시정조치 이유,
시정조치 책임자 연락처,
시정조치 방법, 소비자 주
의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정 권고 사실 공
표)

-

사업자 명칭, 시정권고대상
물품 또는 용역 이름, 시정
권고 내용 등

자동차
제작자 등
(자동차
(제작·조립, 수입)
관리법)

(대기환경 자동차제작자
보전법) (제작, 수입)

식품

결함시정 계획서에 결함시정대상자 등 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첨부

자발적 회수계획에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영업자(제조·가공· 알리는 방법 포함
전국 보급 1개 이상 일간신문 게재 및 식
소분·수입 판매)
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게재 요청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판
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

축산물

영업자(도축업, 집유
업, 축산물가공업, 식
육포장 처리업, 축산
물 보관운반판매업
등), 수입자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영업자
공산품

제작결함 내용, 시정조치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등
우편통지 및 전국 배포 1개 이상 일간신문
시정조치계획서에 자동차
공고
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포함

미제정
자발적 회수계획에 당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포함(영업장 주소재지 발행
일간신문 게재 포함
전국 대상 2개 이상 일간신문 게재
(강제적 리콜시)
시·도지사의 위해사실 공표명령 문서에
위해사실의 공표방법 기재(언론매체 등)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소비자에 대한 통
보방법 기재

-

회수제품명, 회수사유, 회
수방법, 회수영업자 주소·
연락처 등

미제정

품목명, 회수사유, 회수방
법, 회수영업자 명칭·전화
번호·주소 등

-

해당 공산품 제품명, 시정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또는 소비자
권고 대상자 상소, 시정권
지식경제부 장관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고 사유 및 내용, 이행기간
(시정권고 사실 공표)
정보통신망이나 언론 매체
등

시·도지사의 위해사실 공표명령 문서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
위해사실의 공표방법 기재(언론매체 등)
전기용품 품제조업자, 전기용품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소비자에 대한 통
수입·판매업자
보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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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리콜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법
률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용역
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
에 기반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리콜 관련 법 정비 형
태는 소비재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된 제품
안전법 체계를 유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품목별 리콜에 관한
정보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제작결
함 정보전산망(www.car.go.kr), 한국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www.ciss.or.kr)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에 관련된 리콜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4>

(2) 국내 리콜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도별 리콜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자동
차관리법을 근거로 한 자동차 관련
리콜의 비중이 전체 리콜 발생건수의
절반을 상회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0년 97.6%,
2004년 80%, 2006년 57.5%). 2007년
이후에는 약사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및 한약재 관련 리콜이
전체 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2007
년 42.6%, 2008년 33.5%, 2009년
46.5%)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관
련 리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리콜의 비중은 급격히 감
소하여 2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연도별 리콜 실적(2000~2009년)
단위 : 건
2000

2001

-

7

자동차관리법

40

대기환경보전법

-

소비자기본법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

4

18

7

9

17

6

13

39

72

59

134

137

77

63

137

75

-

-

-

1

-

2

-

-

3

식품위생법

1

14

22

9

14

44

44

102

200

124

축산물가공처리법

-

4

1

2

1

5

2

6

19

19

가축전염예방법

-

1

-

-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1

-

-

-

-

2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

-

-

-

2

1
-

-

1

-

-

-

약사법2)

-

-

-

-

-

-

-

140

182

230

합계

41

66

103

74

168

194

134

329

544

495

주 : 1) 자동차관리법 분야 리콜 건수는 차종 기준.
2) 약사법상 리콜은 2007.5.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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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리콜 실적 비교5)

<표 5>

단위 : 건수, %
소관법률

자동차

식품

의약품 및
한약재

공산품

자동차
관리법

식품
위생법

약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2008년

2009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08년 대비
증감(증감률)

자진리콜

53

38.7

71

94.7

18(34)

리콜명령

84

61.3

4

5.3

-80(-95)

리콜 구분

소계

137

100

75

100

-62(-45)

자진리콜

23

11.5

33

26.6

10(43)

리콜명령

177

88.5

91

73.4

-86(-49)

소계

200

100

124

100

-76(-38)

자진리콜

0

-

18(의약품)

7.8

18

100

212(한약재
201, 의약품 11)

92.2

30(16)

리콜명령

182(한약재 170,
의약품 12)

소계

182

100

230

100

48(26)

자진리콜

0

-

1

3.4

1

리콜권고

0

-

16

55.2

16

리콜명령

0

-

12

41.4

12

소계

0

-

29

100

29

처럼 전체 리콜실적의 80% 이상이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두 해의 품목별
리콜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자동
차, 식품 대상 리콜 건수는 2008년 대
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
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 건수는
26% 증가하였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
건수도 29건 늘어났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2009년에는 전 연도에 비해 자
진리콜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남이 확

인되는데 이는 2008년에는‘카고트럭
전조등 부품결함’
과 ‘고소 작업차의
설계하중 초과결함’ 사유로 해당 차
종에 대하여 리콜명령을 조치함에 따
라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기인
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2008년에 발생
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약청 및 지
자체의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 리콜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멜라민 사태가
진정된 2009년에는 리콜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한약
재의 경우, 두 해 리콜 건수의 87%

5) 2008년과 2009년의 총 리콜 건수는 각각 544(자진리콜: 87, 리콜권고: 2, 리콜명령: 455)건과
495(자진리콜: 141, 리콜권고: 17, 리콜명령: 337)건으로 기타리콜을 포함하는 품목별 리콜 건
수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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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
약재에 대한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는 각각 0건과 29건에 그쳐 다른
품목에 비해 리콜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의 성
질에 비춰 살펴보면 자동차 및 공산
품의 리콜은 주로 자진리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식품과 의약품 및 한약재와
관련된 리콜은 주로 리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3. 리콜의 시행 여부 고려 요인
일반적으로 리콜의 대부분은 기업
스스로가 결함제품에 대해 시정조치
를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 이
뤄진다.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생산하
는 기업의 리콜 시행에 대한 전략적

<표 6>

의사결정은 리콜 시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변수(요인)들이 기업
에 미치는 압력 혹은 부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
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느끼는 심각
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 리콜을 시행
할 확률이 높아지고, 심각성의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
함상품이 발견되었을 때 제품생산 기
업들이 리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인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표 6> 참조).6)
첫째, “소비자의 위험”
은 결함제품
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은 리콜을
고려하게 된다. 둘째, “제조업자의 법
적책임 위험”
은 소비자 위해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정교한 위험

리콜 시행 여부 결정 시 고려 요인
고려 요인

1

소비자 위험(Evidence of Consumer's Risks)

2

제조업자 법적책임 위험(Evidence of Seller's Liability Risks)

3

제품 고유성(Uniqueness of the Product)

4

사용자 주의수준(Reasonableness of the User; Level of Care)

5

시장 점유율, 명성(Market Power of the Seller; Reputation)

6

리콜시행의 효율성(Feasibility Efficiency; Alternative Actions)

7

공공의 압박(Public Pressure on Seller)

8

도덕적 부담(Individual and Ethical Pressure)

6) Dirk Standop, “Product Recall versus Business as Usual:A preliminary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Potential Product-related Crises”
, 99th EAAE Semina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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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위해에
관한 인과관계가 보다 확실히 밝혀지
는 경우에 리콜 시행을 고려하게 된
다. 셋째, “제품의 고유성”
은 판매되
는 제품에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할지
라도 해당 제품의 품질 혹은 효능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아닌 제조사 자체적 판단에
의해 리콜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넷째, “사용자 주의수준”
이 의
미하는 것은 특정 제품의 구매자들이
제품 사용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높
은 경우보다는 사용상 주의를 기울이
는 수준이 낮은 경우에 결함제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리콜의 시
행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섯째, “시장 점유율과 명성”
은
기업들이 리콜을 결정할 때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함제품 발생에도 불구하고 리
콜을 시행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선택
한 기업은 결함제품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 및 논란에서 벗어나는 효
과를 가지면서 결함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콜회피 유인은
위험요인이 제조사에 있음이 확인되
는 경우 해당 기업의 명성에는 치명
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콜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축적된 명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섯째,
“리콜시행의 효율성”
은 리콜 대상 제
품의 회수율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
도 높은 경우에는 리콜의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효율성의 기대 수준에 따
라 기업은 대대적인 공개 리콜 혹은
소극적 리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기관 공공기
관, 규제당국 등으로부터의 “공공의
압박”
과 “도덕적 부담” 역시 기업의
리콜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리콜의 비용과 편익
기본적으로 리콜시행으로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은 직접적 비용
(Direct Cost)과 간접적 비용(Indirect
Cost)으로 나뉜다.7) 직접비용은 사전
적 리콜비용(Pre-Recall Cost), 리콜
비용(Recall Cost), 사후적 리콜비용
(Post Recall Cost)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사전
적 리콜비용은 기업 내부 혹은 외부
에 의뢰하는 법률 자문(legal counsel)
과 리콜 전담부서 및 리콜의 범주를
결정하고 대상을 결정하는 회사 경영
진의 시간비용 등을 포괄하는 관리비
용(management cost) 등이다. 또한

7) Kevin M. McDonald,“Do Auto Recalls Benefit the Public?”
, Regulation(Summ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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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검사 및 분석, 보증기간 재
검토, 전문가 의견청취 등 추가적 비
용을 포함한다. 직접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콜비용은 리콜 공고(notification) 및 제품 수리(remedy)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리콜 공고
비용은 서신발송 및 미디어를 통해
제품 구매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리비용은
결함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디자
인, 금형, 배분 등에 따르는 비용과
공임비용이 포함된다. 사후적 리콜비
용은 리콜에 대한 응답률, 리콜 시행
후의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 리콜의
효율성 정도 파악, 리콜 완료에 따른
다양한 문서처리 비용 등 리콜 시행
후 요구되는 점검 비용을 의미한다. 일
례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의
자동차 1대당 직접적 리콜비용은 평
균 100달러에 이르고 총 비용은 대략
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리콜의 간접적 비용은 기업
명성(reputation)의 손실, 고객 신뢰
도 저하 등 리콜기업의 브랜드 이미
지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리콜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적 비용은 리콜로 인하

여 기업이 지불하는 직접 비용보다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Nicholas Rupp(2004)은 1973~1998
년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리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콜로 인하여 기업
들이 부담하는 간접비용을 추정하였
다.8) 그는 특정 자동차 메이커, 모델
의 첫 번째 리콜(initial recall)을 기
업 명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첫
번째 리콜이 리콜 시행 기업의 누적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리콜은
-0.29~-0.33% 정도의 누적 수익률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리콜로 인한
2004년 미국의 자동차 1대당 간접비
용은 직접비용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한편, 리콜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콜을 통한 제품 안전성(product
safety) 확보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함 요인
이 내재된 제품에 대한 리콜은 소비
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효
과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시
행되는 리콜은 제품 사용에 따른 안

8) Nicholas G. Rupp, “The Attributes of a Costly Recall:Evidence from the Automotive
Industry”
,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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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증가시켜 결함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수 혹은 사망
률(morbidity)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자동차
리콜 및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한 Bae
& Silva의 연구에 따르면 리콜 대상
이 되는 자동차 모델의 리콜 응답률
이 10%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모델의 사고 감소율은 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 리콜의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금전적 손실 및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과 같은 리콜
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
서 보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의 실
시는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
으로 간주되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
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윤리적 책
임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
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역할
을 한다. 리콜의 실시가 기업의 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0)

5. 결 론
오늘날과 같이 시장에서의 주도권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점차 이동하
고 제품의 질(product quality)에 관
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하에서 결함제
품 생산과 판매에 따른 소비자에 대
한 적절한 보상과 같은 사후 관리는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생존
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리콜을 통한 결함
제품의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기업의
경영전략 측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자신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리콜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
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생각보다
는 저조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리콜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 절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콜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오히려 기업의 신뢰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
인되고 있다. 결국 적절한 시점에 리
콜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기업의 리콜 시행은 성장은 지체되
어 가고 경쟁이 치열하여 신규 소비

9) Yong-Kyun Bae and Hu해 Benitez-Silva,“Do Vehicle Recalls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The Case of the U.S. Car Market”
, SUNY-Stony Brook working paper(2005).
10) 차태훈, 김창수, 김재우,“리콜효과 -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고객충성도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
68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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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기존 고
객의 재구매가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
하는 성숙기 시장에서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성숙기 시장에
서 리콜의 시행은 해당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재구매
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
에서 리콜을 통한 제품 충성도의 제
고는 신규 소비자 확보에 요구되는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
로 기존 소비자를 관리함으로써 신규
소비자 확보를 통해 얻는 수익 이상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11) 더
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평행
위를 줄이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소
비자의 보편적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리
콜이 그 대응방법에 따라 수익성의
제고 및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리콜을 회피
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적극적
대처를 통해 기업 및 브랜드의 이미
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1) 일반적으로 기존 소비자의 관리비용은 신규 소비자 확보를 위해 드는 비용의 1/6 정도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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