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글로벌 리콜리스크 트렌드

1. 리콜리스크의 추세18)

리콜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리콜이 비교적 단순하

여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리콜이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회사의 이익과 평판에 잠재적 악양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도 더 크다. 

엄격한 규제와 가혹한 처벌,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수 증가, 점차 복잡화･통합화하

는 공급망,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소송 위협의 증대, 제품시험에서의 기술적 진보, 

소비자 의식의 증대, 대중매체 이용의 증가가 지난 10년간 리콜리스크를 급속히 증가

시킨 요인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대형 리콜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리콜된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서 자동차 리콜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16년에는 2012년 1,650만 대의 3배에 달하

는 5,320만 대의 차량이 리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

었다. Stericycle Expert Solutions사에 따르면 2016년에는 자동차산업의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76% 상승한 415건을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이 안전리스크가 있는 

비식품제조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을 시작한 이래 최

고의 기록이다. 에어백･가속페달･연소스위치의 결함 등 자동차산업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손해액이 10억 달러를 넘어가는 사건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식･음료품분야도 리콜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된 분야 중 하나이다. 식･음료품분야

18)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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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콜은 거대한 재무적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외에도 대중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식품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리콜 중 하나는 땅콩 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40개 주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

환을 앓고 난 후에야 리콜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리콜에 책임이 있는 회사가 파산하고 

CEO가 수감되게 되었다. 

식･음료품분야에서 보고된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재보험사인 Swiss Re사에 

따르면 미국 내 식품 리콜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병원균과 

앨러지 항원 표시 누락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식품 리콜 건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증

가하였다. 동일 시기에 유럽연합 전역에서 음식물 앨러지 항원 표시에 관한 새로운 법

률이 도입되어 2016년에는 60% 이상 리콜이 증가하였다.

관련 비용이 1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초대형 리콜을 최근 발생한 순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휴대폰 폭발사건으로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와 폭발을 

사용자가 신고한 후 삼성은 250만 대의 갤럭시 노트 7을 리콜하였는데 관련 비용이 50

억 달러 이상19)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5년에는 에어백 전개 시 내부의 금속부품이 

파괴되면서 파편이 튀어나와 인체손상을 야기하는 오작동으로 인해 역대 최고의 리콜

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에어백 제조업체인 Takata사는 2017년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250억 달러 이상20)으로 추정되었다. 최소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6천∼7

천만 대의 차량이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리콜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점화스위치 하자 등의 문제로 제너럴모터스사가 3천만 대의 차량을 리

콜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40억 달러 이상21)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에는 Johnson & 

Johnson사의 자회사인 DePuy Orthopaedics는 높은 재수술률로 인해 인공고관절을 

리콜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9만 건 이상의 장치가 이식된 상태로 관련 비용은 30억 달

러 이상22)으로 추정되었다. 2009년에는 자동차 제작사인 토요타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19) money.cnn.com(2016. 10. 14), “Samsung’s Losses from Note 7 disaster keep mounting”

20) Bloomberg(2016. 3. 30), “Takata puts worst-case airbag recall costs at $24bn”

21) money.cnn.com(2015. 2. 4), “GM’s total recall cost: $4.1bn”

22) Reuters(2012. 7. 12), “As lawsuits climb, J&J may have new hip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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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가속을 하게 하는 페달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4백만 대 이상의 차량리콜을 발표

하였다. 모두 9백만 대의 차량이 페달 결함으로 결국 리콜되었으며, 관련 비용은 30억 

달러23)로 추정되었다. 

2008년에는 미국 역사상 역대급 식품 리콜이 발생하였는데 땅콩에 감염된 살모넬

라균 공포로 촉발되었다. 200개 이상의 업체가 생산한 4천 개 이상의 제품이 이 병원

균에 감염되어 업계 전체로 통산 25%의 땅콩 매출이 감소하였다. 원인을 제공한 

Peanut Corporation of America사는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10억 달

러24)로 추정된다.

2005년 미 식약청은 화이자의 관절염약인 Bextra에 대해 부작용을 이유로 시장에서 

회수하라고 요청하였다. 관련 비용은 30억 달러25)로 추정된다. 2004년에 Merck사는 

관절염약 Vioxx를 복용한 환자가 심근경색과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

과가 나오자 이를 리콜하였는데, 관련 비용은 50억 달러26)로 추정된다.

2. 리콜보험사고 분석

가.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분석27)

AGCS가 5개년(2011. 1. 1∼2016. 9. 13) 동안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지급한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사고 100,073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리콜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품이나 작업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5년 동안 20조 달러 이상의 

배상책임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분석대상인 전체 보험금의 거의 1/4(23%)를 차지하

23) Bloomberg(2013. 1. 17), “The most expensive product recalls”; Time(2010. 1. 29), 

“Top 10 product recalls”

24) Aon, “2016 Emerging Trends in Product Recall and Contamination Risk Management”

25) 24/7 Wall St(2010. 12. 10), “The ten worst drug recalls in the history of the FDA”

26) Bloomberg(2013. 1. 17), “The most expensive product recalls”

27)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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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보험사고 건수 기준으로도 3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다. AGCS는 부품이나 원재

료 관련 문제가 공급망을 통해 흘러 들어와 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

급보험금도 커지고 있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점점 더 해결하기 힘든 분야

가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표 Ⅲ-1> 배상책임보험금의 지급사유별 비중

순위 보험사고 원인 보험금 비중

1 결함 제품/용역(Defective Product/Work) 23%

2 충돌/전복(Collision/Crash) 22%

3 인간의 오류(Human Error) 19%

4 우연한 본성/손상(Accidental Nature/Damage) 6%

5 미끄러짐/추락/추락물(Slips/Falls/Falling Objects) 6%

6 물/불/연기 손상(Water/Fire/Smoke Damage) 3%

7 환경피해(Water/Fire/Smoke Damage) 3%

8 자연적 위해(Natural Hazards) 2%

9 파괴주의/테러리즘(Vandalism/Terrorism) 1%

10 재물손상(Property Damage) 1%

주: 보험사고의 원인에는 신체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포함함. 재무적 손해를 보상하는 종목의 보험금
은 제외함

자료: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b)

나. 리콜보험 보험사고 분석28)

AGCS는 자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급한 28개국 12개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367

건의 리콜보험사고의 보험금을 분석하였다. 총지급보험금은 3억 1,240만 유로(3억 

6,7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품이나 용역의 결함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리콜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며, 건수 기준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오염이 

12%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음식료품분야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 보험금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분야가 전체 손해액의 70% 이상

28)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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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리콜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공학기술, 시장출시기간 단축, 제품시험시간의 축소, 연구개발의 아웃소싱, 원가절감 

압력과 같은 추세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제작사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품이 

많아 한 부품의 결함이 수백만 대의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식･음료품분야가 

두 번째로 손해액이 높은 분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성분표시오류 포함)과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 같은 병원균, 유리나 플라스틱･금
속 등 외부 이물질로 인한 오염이 주요 리콜 원인이다. 

리콜보험사고 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식･음료품분야에서 리콜보

험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여 전체 리콜보험 사고 건수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

다. 세탁기나 냉동･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분야도 전체 리콜보험 사고 건수 중 10%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심도가 매우 낮아 금액기준으로 보면 전체 손해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 주요 분야별 리콜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만 유로)

순
위

분야 주요 리콜 원인

비중
평균

보험금금액
기준

건수
기준

1 자동차/중장비
전자조향장치시스템의 오류, 에어컨 작
동 정지, 백미러의 하자 등

71% 42% 212.0

2 식･음료품
크림 오염, 유아용 분유 오염, 포장 샐러
드의 앨러지 항원 미표시

16% 18% 134.0

3 IT/ 전자제품
탑박스의 하자, 태블릿의 배터리 결함. 

랩탑 컴퓨터의 과열
3% 10% 110.0

4 생활잡화
유아복의 헐거워진 단추, 식탁의 하자, 

장난감 결함
3% 7% 64.9

5
제조/포장/금속가공
/산업기계류

예인 바의 결함, 에어 컴프레셔의 하자, 

레인 인젝터의 결함
3% 6% 72.2

6 의료
주사기나 반창고 결함, 위해 우려로 각
성제의 자발적 리콜, 피부 부착 패치의 
하자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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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계속

순
위

분야 주요 리콜원인

비중
평균

보험금금액
기준

건수
가준

7 운송/물류
플랜트나 보일러 부품의 하자, 트랜스포
머 결함

1% 5% -

8 가전제품
화재 손상 이후 식기세척기의 리콜, 세
탁기의 폭발, 화재 후 회전식 빨래 건조
기의 리콜

1% 

미만
3% -

9 화학 가전제품
1% 

미만
2% -

10 토목/건설
슬러리 라인의 누수, 건축용 건조기의 
하자

1% 

미만
1% -

전체 -
31,240 

유로
367건 85.1

주: 제약산업의 약품 리콜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a)

평균 보험금은 대상 자료 중 극단치의 영향을 받아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동

차 분야에서 57%의 보험사고가 보험금이 10만 유로 이하이기 때문에 평균 보험금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금이 1백만 유로 이하인 보험사고를 제외하면 자동차 분야의 평균 

보험금은 1,240만 유로, 음식료품 분야는 792만 유로, 기타 분야는 1,050만 유로로 나

타나고 있다. 

<표 Ⅲ-3> 리콜보험 보험금의 편재성
(단위: 건, 유로)

보험금 구간 보험사고 수 평균보험금
구성비

금액기준 건수 기준

1백만 유로 이하 317 88,885 86% 9%

1백만∼5백만 유로 29 2,189,980 8% 20%

5백만 유로 이상 21 10,511,239 6% 71%

자료: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2017a)

규모 면에서 10대 리콜보험금이 분석대상인 전체 리콜보험금의 50% 이상을 차지하

여 대규모 리콜 손해가 발생한 사건의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 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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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자동차/중장비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이 분야는 분석대상 손해액의 71%를 점하

고 있어 가장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분야이다. 이 분야의 거대 리콜사고 관련 평균보

험금은 1,240만 유로(1,450만 달러)이지만 제일 큰 리콜 사고는 매출이나 평판 손해, 

과태료 및 벌금, 소송비용 등 다른 비용을 감안하면 수억 달러, 심지어 수십억 달러까

지 이를 수 있다.

3. 리콜의 확산 원인

가. 파급효과

리콜은 규모나 건수 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엄격해진 규제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와 소수의 공급사업자에 대한 부품･원재료의 집중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이제 자사제품을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예를 들어 

2007년 IPhone 출시 이후 Apple사는 10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 또 폭스

바겐과 도요타는 2016년 기준으로 각각 천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망이 단순해지고 글로벌화되면서 많은 제조사업자들이 부품이나 성

분, 원재료를 소수의 공급사업자에게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콜리스크 평가액이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파급효과(Ripple Effect)라 불리는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리콜 한

건만으로도 많은 제조사업자, 브랜드,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평판 손상과 대규모

의 재무적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파급효과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리콜,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산업에서 크게 나타

났다. 예를 들어 2016년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인한 해바라기씨 리콜로 수십 개 브랜

드의 수백 개 제품이 리콜대상이 되었다.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쿠민 향신료가 땅

콩에 오염되어 14개 기업, 100개 브랜드, 153개의 개별 제품, 756개의 포장 제품이 리

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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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Peanut Corporation of America사가 판매한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으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의 리콜이 실시되었다. PCA사는 미국 땅콩 공급량의 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동사의 땅콩이 약 200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한 4,000개 이상의 제

품에 재료로 사용되었다. 동 리콜 사태로 식품업계는 땅콩 매출이 24% 감소하였고 10

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일부 선도 브랜드는 본 리콜 사태에 연루되지 않

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여 파산을 신청하여야 했다. 

자동차분야에서도 에어백과 연소 스위치 관련 대규모 리콜이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파급효과를 가져와 여러 국가 여러 브랜드의 수백만 대 차량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은 15년이나 20년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자동차산업

의 통합으로 효율성은 가져올 수 있었으나 리콜리스크를 증가시켜 리콜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 자동차공학이 보다 복잡해지고 시장출시속도 증가, 제품테스트 기간의 단

축, 1차 및 2차 협력업체로의 연구개발 아웃소싱, 원가절감 압력이 그 주요 원인이다. 

자동차 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의 모듈화 전략으로 인해 리콜 대

상 단위제품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자동차산업의 기술이 전자 및 자율주행

화 하는 경향에 있어 장래 리콜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본 에어백 제조업자인 타카타사의 리콜 사례에서 리콜리스크가 얼마나 집중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동 리콜은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리콜로 

전 세계에서 적어도 19개사 이상의 제작사에서 생산한 6천만 내지 7천만 대 정도의 차

량 에어백이 리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비용은 최종 2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전에는 인체에 무해하였던 제품이 갑자기 한 산업분야에 수십억 달러의 재무적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들은 대개 자신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확신하고 있지만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1년 365일 내내 관

리할 수만은 없다. 이것이 리콜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으려는 주요 동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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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엄격해진 소비자규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리콜 건수 증가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증

가로 규제의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제품안전법을 강화

하고 있다. 

기업들이 결함제품이나 오염제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는지, 제품안전시스템

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지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므로 과거보다 자주 소비자들이 고려대상의 일

부가 되고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인이 된다. 

정부당국은 이제 훨씬 더 적극적이다. 특히 음･식료품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치명적 감염 이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라 함)이 2011년 제정되어 70년 이상 유지된 식품안

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동법으로 규제의 초점이 조치에서 예방으로 이동되어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리콜을 조사･명령할 수 있는 강력

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영아 분유 관련 오염사건 후 중국도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5년 대비 2016년 리콜 건수가 48% 증가하였다. 소비재, 자동

차, 제약산업에서 리콜 건수도 증가하였지만 특히 식품분야에서 리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음식의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에 관한 EU의 새로운 법률 시행이 원인

이 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음･식료품의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 관련 리콜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에 62% 증가하였다. 

자동차와 소비재산업에서도 제품안전규제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2008년에는 미

국에서 소비재안전개선법이 개정되어 내부고발자 보호, 소비재 내부의 납과 같은 물질

에 대한 시험 요구조건이 신설되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불문하고 규제의 빗장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리스크 영역이 

넓어졌다. 기업은 자사에 적용되는 안전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하는 통합능력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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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리콜 유발요인의 증가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 독소, 환경오염이 최근 새로운 리콜 유발요인으로 급부

상하고 있다. 기업이 제품을 리콜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리

콜은 신체에 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안전상의 우려로 촉발된다. 

2016년 주요 식품 리콜이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과 세균 오염(특히 리스테리아

균이나 대장균, 살모넬라균)으로 촉발되었다. 예를 들어 소프트치즈나 냉동채소, 아이

스크림, 사과, 칸탈루프에서 발견된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해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리

콜이 발생되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앨러지 유발항원(Allergens)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인 중 1,500만 명 가량이 음식물 앨러지 유발항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앨

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은 미국에서 식품 리콜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최근에서야 급

부상하였다. 2015년 1/4분기 리콜의 95%가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으로 인한 것이

며, 그 중 91%는 땅콩 등 견과류 성분의 표시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앨러지 유발항원 표시 누락(Undeclared Allergens)으로 인한 리콜(주로 견과류, 유

유, 밀, 콩 관련)은 표시 오류나 포장 오류, 우연한 상호오염 등 단순 제조실수의 결과

일 경우가 많지만 식품사기(Food Fraud)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된 소비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독소가 최근 또 다른 우려

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납･비소･카드뮴이 장난감과 장신구･화장품에서 발견되어 많은 

리콜이 발생하였고 안전규제가 강화되었다. 2007년에는 Fisher-Price사가 납중독 가

능성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150만 개의 장난감을 리콜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만들

어진 어린이 장신구에서 발견된 카드뮴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판매사업자들이 일련

의 리콜을 실시하였다. 

환경오염도 최근 몇몇 대규모 리콜의 원인이다. 제조업 및 농업에서 사용된 화학약

품과 플라스틱이 음식에 유입된 결과이다. 2017년 8월 네덜란드 계란에서 살충제 성

분이 발견되어 16개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원거리 국가에서 생산된 계란

에 대헤서도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였다. 네덜란드 양계농가에서 리콜이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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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에 입은 손실만 거의 4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초기 추정치가 있었다. 이 외

에도 중국에서는 식품에 유입된 중금속 성분으로 많은 리콜이 발생하였다. 

미세 및 초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또 다른 잠재적 근원이다.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각이 해산물과 식염, 벌꿀, 설탕과 맥주에서 발견되었다.

라. 경제적 압박과 식품사기 증가

경제적 압박이 많은 산업분야에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많은 기업들과 공급망이 경

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경우에는 인적오류와 범죄행위의 리스크

가 증가하고 있다. 가혹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기업이 저단가 납품업자를 찾거나 숙련

된 인력을 해고할 수도 있다. 또한 저품질의 값싼 성분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사기

행위로 유인되기도 한다. 

경제적 불순화(Economic Adulteration)와 위조상품(Counterfeiting) 등 식품사기가 

리스크를 늘리고 있다. 올리브 오일부터 와인, 벌꿀이나 계피에 이르기까지 식품사기

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조직범죄집단이 식품을 값싼 재료와 섞거나 

원래 저품질인 식품을 고급식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

들도 이익을 부풀릴 동기로 사기를 범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영아용 분유 사건이다. 분유에 고의로 멜라민을 섞은 

것이다. 2013년 영국의 말고기 사건도 대규모 리콜을 불러온 사건으로 유명하다. 제조

업자가 수입된 말고기를 쇠고기와 섞어 100% 쇠고기로 판매한 것이다. 

식품사기는 대규모 리콜, 평판 손실과 큰 재무적 손해를 가져오는 주요 문제로 등장

하였다. 마육사기가 대표적 사례이나, 유기농 식품, 종교적 식품, 분유 등에서 유사 사

례를 볼 수 있다. 음식 사기로 인한 손해 중 일부는 리콜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기는 하

지만 대부분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산업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제품개발 사이클의 단축화 추세로 제품을 시험하거나 신물질이나 신성분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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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식품포장에 사용된 비소페놀A는 10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간

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장난감이나 화장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용제에도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 안전과 무관한 리콜 증가와 리콜 실시기간의 장기화

최근 안전과는 무관한 리콜(Non-safety Recalls)이 하나의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 리콜들은 제품 생산에 아동이나 노예의 노동력 이용에 대한 비난, 상표 관련 문제, 이

슬람 종교식품(Haral Food)이나 극단적 채식주의 식품(Vegan Food) 등 종교적･윤리적으

로 지정된 식품을 속여 파는 음식사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리콜을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판매사업자들은 대중매체가 어떤 수산품이 아시아에서 노예 노동력

을 이용하는 어선에서 나온 것임을 보도하자 식품을 회수시켰다. 2015년 미국과 영국

의 제과회사들은 아동 노동력으로 생산된 코코아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비난받았다. 

이런 식으로 법률상 또는 규제상 리콜을 요구받지 않음에도 리콜을 해야 하는 사건

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대비해야 하는 진짜 경영리스크이다.

한편 리콜 익스포저의 지속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 냉동식품

이 리콜된 적이 없지만, 2016년에는 미국 소재 식품제조사업자인 CRF Frozen Foods

의 냉동야채에 리스테리아균이 함유된 것이 발견되어 42개의 독립 브랜드가 판매한 

456개 소비재가 리콜되었다. 냉동식품의 특성상 식품이 소비된 이후에야 오염이 드러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시점이 생산된 지 몇 개월 후, 심지어 유효기간이 24개월에 

달할 정도로 긴 냉동식품도 있다. 

자동차산업분야에서는 미국은 지금은 제조사업자에게 최소 15년의 기간 이상에 걸

쳐 100% 리콜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연소 스위치 리콜 대

상은 수백만 대에 달하는데 그 일부는 18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다. 소비자에게 통지를 

하여 노후차량을 수리하는 일은 신차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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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셜미디어에 의한 상황 악화

소셜미디어는 리콜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고객과의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며 문제의 조기 확인과 사고 후 브랜드 가치와 평판 회복을 도와 줄 수 있다. 그

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는 불만 고객이나 단체의 원성 분출구로 

이용되어 리콜리스크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나쁜 뉴스는 빨리 확산되므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규모 리콜임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

해 오보나 가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어 기업 브랜드를 해칠 수도 있다. 잘못된 기사와 

트윗은 평판 손해를 가져와 리콜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리

콜에는 새로운 차원의 손해가 추가되므로 기업은 훨씬 더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리콜과 아무 관련 없는 브랜드(Innocent Brand)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29) 제작사 4곳의 리콜 발표 이후 1,000개의 자동차 산업 관련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리콜에 직접 연관된 제작사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제작

사에 대한 비난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 현상 즉, 리콜차량의 문제

를 타인이 공유하여 갖게 되는 생각을 “삐뚤어진 후광(Perverse Halo)”이라고 불렀다. 

이 현상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이 분석대상이 된 브랜드의 차

량 모델을 합산한 결과 라이벌 브랜드의 리콜에 의해 촉발된 비난으로 인해 아무 관련

이 없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불과 6일 만에 730만 달러 증발하였다.

소셜미디어 관리 부실은 기업이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문적이고 민감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소셜미디어는 리콜을 관리하에 진행하는데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리콜과 리콜보험 증가세

글로벌 공급망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되고 있고, 그 지역에 소재한 많은 국가가 전통

29) Abhishek Borah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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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품 품질 관리에 취약하므로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산 제품이 리콜 건수 기

준 점유율이 상품 점유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 내 상품의 23%를 중국산 상품이 점하고 있지만 리콜 기준으로

는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장난감 리콜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

중은 1988년 10%에서 2007년 98%로 상승하였다. 2015년에는 미국산 제품의 리콜이 

686건인데 비해 중국산 제품의 리콜은 2,124건에 달했다. 2015년 EU에서 발표된 제품

안전경고(Product Safety Alerts)의 62%가 중국제품으로 인한 것이었다. 리콜 손해액

과 아시아나 중국으로의 공급망 편중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아시아의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유럽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아시아는 북미나 유럽에 비해 리콜보험시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아시아 기업들

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특히 자동차산업분야)에 대해서만 리콜보험에 가

입하여 왔다. 그러나 제품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자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보장하는 리콜보험도 구입하기 시작하

고 있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정부 주도의 리콜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필리핀

과 싱가폴 등 아시아 각지에서도 리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든 어디든 간에 저품질의 결함제품으로는 어떤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살아남

기 어렵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아시아 기업들, 심지어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들까

지도 리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아시아에서도 이제 

리콜보험시장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아. 기술 진보와 혁신

기술 진보는 리콜의 좋은 친구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추적

성(Trace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불

가능해 보이던 것들이다. 제품안전 향상을 향한 발전 속도와 가능성은 매우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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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들은 이제 대부분 자동화되었다. 자동화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인간적 실

수를 줄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생기기도 한다. 협박에 의한 갈취 또는 악

의적 의도로 해커들이 기계류를 장악하거나 공정을 변경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상품을 

훼손 또는 오염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토안보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최근 경고와 같이,  세계 각지의 병원에서 사용

되고 있는 주사기 펌프(Syringe Pumps)가 해킹에 취약하여 해커들이 환자에게 투여되

는 투약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점차 미래 리콜의 동인으로서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이버 보

안을 둘러싼 리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리콜 관리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나노기술, 생

체기술처럼 혁신적이지만 아직 시험되지 않은 과학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다. 

리콜 분야에서 사이버 분야는 지금은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자동차나 카메라 등에서 

사이버보안의 취약을 이유로 발생한 리콜 사태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자동화와 머신

러닝에 관한 관심도 리콜리스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2015년에는 크라이슬러사가 보안연구가에 의해 밝혀진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140

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였으며, 2016년에는 사이버 공격 이후 웹캠(WEBCAM)을 리콜

한 사례가 있다. 2017년 8월에는 FDA가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거의 50만 개 

가량의 심장박동기(Pacemakers) 리콜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 

시장에서는 소재과학(Material Scienc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생체기술

(Biotechnology)의 혁신과 진보를 바라는 거대한 압력이 있다. 급속히 진화하는 기술은 

제품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새로운 리콜리스크를 낳을 수도 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험이 충분치 않은 경우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복잡한 과학기술

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리콜리스크가 증가된다. 

신기술 관련 리콜은 지금의 리콜보다는 규모가 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으로 배상책임이 개인으로부터 제작사에게 넘어갈 가능

성이 있으므로 리콜리스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사고가 계속 일어나 자율주행차에 적

용된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증가한다면 대규모 리콜이 촉발될 수 있다. 

신기술은 배상책임과 보험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생산물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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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리콜보험, 사이버보험 등 보험계약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항공기 부품부터 식품까지 전역에서 이미 제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는 약학, 생체세

포학, 3D프린팅 등도 리콜 익스포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미래의 리

콜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전 대비와 대책 수

립을 위해 나노기술, 3D프린팅 등 신기술 관련 이슈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한다.


	Ⅲ. 글로벌 리콜리스크 트렌드
	1. 리콜리스크의 추세
	2. 리콜보험사고 분석
	3. 리콜의 확산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