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근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안 에 한 심이 고조

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갤

럭시 S7의 배터리 폭발사건, 메디안을 비롯한치약 안

사건 외에 이 아 서랍장 복으로 인한 유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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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는 매년 리콜 상품의 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리콜 참여율 자체는 매우 조하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극 인 리콜 참여를 해 필요한 요소를 리콜 역량으로 보아 리콜 역량의 구성 요소 악, 리콜 경험에 향을

미치는 리콜 역량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 1,626명을 상으로 리콜 경험 리콜

역량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리콜 역량의 하 요인으로 리콜 참여 의지, 리콜 련 기술, 리콜 제도 인식, 주 지식,

객 지식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 다. 조사 상자 리콜 경험, 비경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콜 역량을 비교한 결과

5개 하 역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천 역량으로서 리콜 련 기술 요인과 주 지식 역량이

리콜 경험에 가장 큰 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해서는 정책 상자인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하며, 소비자의 리콜 역량의 강화를 통한 리콜 참여율 제고를 해 리콜 정보 개선하고

정보탐색 근도를 높이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 지향 인 리콜 제도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리콜 심도 증진을 한 환경 조성에 정부, 학계, 단체 등의 유기 인 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리콜, 리콜 역량, 리콜 회수율, 리콜 련 기술 역량, 리콜 주 지식 역량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recalled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annually, but the recall participation rate 

of consumers is very low. This study looked at recall competency as a necessary factor for active recall participation 

by consumers. And identify the components of the recall competency and identify the recall competence factors that 

influence recall experienc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recall experience and recall capacity of 1,626 adult 

consumers in Korea. As a result, five factors of recall participation will, recall related skill, recall policy recogni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objective knowledg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comparing recall competencies among 

recall experience and non-recall experie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competency factors. 

Recall related skill and subjective knowledge competency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recall exper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call system,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call information and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retrieval in order to increase the recall participation rate by strengthening the recall capacity of 

consumers.

Key Words : Consumer Recall, Recall policy, Recall Competency, Recall skill competency factor, Subjective recall 

knowledge competenc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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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 자동차의성능 배기가스 문제등 무수히 많

은 상품 안 련 문제를 경험하 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사용, 폐기, 처분하는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시장에서구매하는 상품이

나 서비스의 안 성을 제하는 행 이다. 그리고 소비

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안 확보를 해 사

으로 검하기 한 법률 제도가 있으며, 사용 이

후 문제 발생건에 해 처리하거나소비자피해 방

문제 해결을 한제도 역시 공존한다. 이때 후자에 해당

하는 것이 리콜 제도이다. 즉,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 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교환·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안 이 받는 경우 이루어

지는 사후 조치로서 강제리콜인 리콜 명령과 기업 스

스로가 랜드 가치 확보를 해 수행하는 자발 리콜

(자진 리콜)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으로 리콜제도라고

표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 에 이 되는 상품을 시

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 으로 하지만 리콜 제도의 통

합 인 컨트롤 타워는 없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무수히

많은 상품들의 특성이 다르므로 상품군혹은 산업군별로

리콜을 장하는 법률과 정부 부처는 구분되어 있기 때

문이다.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기본법을 비

롯한 13개법률에서 리콜 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련 정부 기 에 리콜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자체가 미진하다고보기는 어렵

다. 그러나 리콜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시스템의

구축이나 제조사나 수입업자 외 매자 등 유통업자, 정

부, 지방자치단체 등 리콜 실행을 한 이해 계자들 간

의 력을 한 유인 등은 부족하다[2, 3]. 뿐만아니라 소

비자의 리콜 참여율은 매우 조하다[4-6]. 험한 상품

의 제거를 통해 안 한 시장을 구 하고자 하는 리콜 제

도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소비자가 리콜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잠재 으로 험요소를 증폭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은실(2012)에 따르면 소비자는

리콜에 극 으로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주변에서 리콜을 경험한 비율

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 다만 우리나라는 최

근 유명 랜드 상품들의 일련의 리콜 사태들로 인하여

리콜에 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 으로 보

인다.

소비자의안 을 지키는 리콜제도, 리콜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리콜 활성화를 해서는 정

책 , 제도 개선 외에 소비자의 리콜역량의 강화가 요

구된다. 그 동안 소비자의 리콜 참여가 조한 원인으로

리콜 정보 자체의 어려움, 리콜 정보 달의 실효성 부재

등 리콜 정책과 련된 문제 외에 소비자의 귀찮음이

나 무 심 등이 거론되었다. 우선 소비자 리콜 참여율 증

진을 하여 리콜 정보개선 리콜정보 달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

가 주재하는제2회 국정 안 검조정회의에서 리콜정보

의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한 결정이 이루어

진 바 있으며[8], 이후 소비자업무를 총 하는 공정거래

원회에서는 소비자 리콜 정보제공방안 개선 부

처에 공통 으로 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9]. 그리고 소비자정보포털의 운 을 통하여 정보

제공 측면의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고 있으며[10], 소비자

지향 인 리콜을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2018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11], 정책 보

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의 무 심과 귀찮음은 제도의 개선으로

직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근본 으로 소비자

가 리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에 한연구와탐

색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자체에 한 법률

근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실상 리콜 자체에 심

이 기 때문에 연구가 제한 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리콜 경험

반을 탐색하고, 리콜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에 리콜 역량

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강

화할 수 있는 요인에 해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우리나라 소비자의 리콜 경험 리콜 경험 품목,

리콜 정보를 한 매체의 종류 정보만족도등의 반

실태를 악한다. 둘째, 소비자의 리콜 역량을 측정하

고 리콜 경험자와 비경험자간에 리콜 역량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 리콜 경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역량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셋째, 실증 분석

결과를토 로리콜 활성화 안 시장 구 을 한제

도 개선 교육방안등을 정책 상자인 소비자의

에서 제언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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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을 구 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심과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2. 적 배경

2.1 우리나라 리콜 실태

우리나라의 리콜은 상품군별로 할 정부 부처가 모

두 상이하며, 재 식품의약품안 처, 국토교통부, 환경

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등에서 리콜을 할하

고 있다. 그리고 매년 공정거래 원회에서 이를 총 정

리한 리콜 실 을 발표한다. 2017년 8월에는 2016년까지

의 리콜 실 이 발표되었다[10]. 2016년 리콜은 총 1,603

건으로 2015년 비 17건(1.07%) 증가한 것으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203건에서 242건

으로, 화장품은 35건에서 138건으로 크게 증가하 다. 자

동차의 경우 자동차 안 기 는 부품안 기 에 부

합한 결함등으로인한 리콜 조치가 늘었으며 이 자

발 리콜이 30건 정도 증가하 다. 화장품의 경우는 화

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 기 을 반한 국내외 제

품에 한 리콜 조치가 늘어났으며, 식약처 소비자원

의 극 인 리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 다. 그

러나 여 히 인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공산

품으로 체 리콜의 38.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식품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상품 가짓

수 자체가 워낙 방 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 기본법상

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제품의 인증·신고 확인 차

뒤 부품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발생하거나 우려

되는 경우 리콜 명령 혹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2015년

5월 18일) 리콜명령 제도를 강화하 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년 비 리콜이소폭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리콜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856건으로 2015

년 비감소하 으며, 자발 리콜의경우 556건으로

년 비 3.7%, 년 비 64% 증가하 다. 이는 소비

자 안 에 한 사회 심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 증진

을 한 자구 노력 등이 더해진 결과로 본다.

2.2 우리나라 비  리콜 경험

리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매년 리콜 건수의 증

감 여부 자체보다는 리콜 회수율 지표가 더욱 요하다.

재 정부 기 에서 공식 으로 리콜 회수율 자료를 보

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확인한결과 리콜 회수율 자체가 매우낮

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아 사망사고를 유발해서 리

콜명령을 받은 이 아 수납장의 경우 회수율이 11%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등최근 5년간평균회수율 자료에따르면매년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 기 평균

39.8%이나, 기용품은 23.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4, 9-11]. 그리고최은실(2012)은 국내 소비자들의

리콜 경험 련 연구에서우리나라 소비자의 74.5%가 리

콜 경험이 없으며, 리콜 상임에도 리콜 과정의 복잡성,

귀찮음, 사소한 결함으로 이해, 리콜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서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7]. 한 리콜 조치를 받은 경우라도 조

치받기 까지 시간이 무 오래 걸리거나 조치 내용의 미

흡, 조치 받는 장소가 제한 이고 불편하거나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리콜에 한 만

족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의 리콜 참여 경험은 매우 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 소비자의리콜 제도에 한

불신, 리콜에 한 무지, 리콜 결과에 한 불만족 등이

포 으로 존재하며 리콜에 한 부정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리콜 련선행연구들은첫째, 국내외리콜

련 법률 동향 법률 정비의 [12-14], 둘째, 리콜의

시행의 효율성 증진을 한 제도 혹은 시스템의 구축과

련된 연구[24, 25]와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 심 인 리

콜 정보 제공 시스템이나 정보 커뮤니 이션에 한 연

구[2, 3, 17-19], 셋째, 리콜과 기업 가치 기업 이미지,

기업 신뢰에 한 연구[20-23]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소비자 에서 리콜에 한 인식이나 태도, 참여 의도

등을 확인했던 연구는 최은실(2012), 상민과 최은실

(2014), 유 정 외(2015), 심 과 이혜 (1999), 허경옥

(2011) 등의 연구가 있다[7, 24-27].

리콜 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안 을 해 존재하는 법

률임에도 소비자의 제도 만족도 리콜 경험에 한 연

구, 그리고리콜 참여에 향을 미치는요인들에 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소비자의 리콜 인지

리콜 교육의 요성에 한 논의만 진행된 바 있다



한 디지 정책학 논문지 제16  제44

[26-27]. 리콜 만족이라는 것은 리콜에 극 으로 참여

하여 리콜을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경우가

제되어야 한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에 한 만족

수 을 확인한 연구가 한국소비자원 주도로일부 있으나

매우 제한 인 연구들이며[7, 23], 소비자의 리콜 참여경

험 자체가 매우 조한 상황이다.

최근 생활용품, 휴 폰, 서랍장, 자동차 등 기업 상

품의 리콜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바 있고, 상품의 교환 수리, 환불 등이 인근의

유통 리 등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리콜에 한

소비자의 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소비자

의 리콜 참여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한 규

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콜 경험자

와 비경험자간의 리콜 역량 수 을 비교하고, 리콜 경험

으로 이끌 수 있는 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이

러한 시도가 매우 요하다고 본다.

2.3 리콜 역량

소비자 역량은 소비자가 주체 인 소비생활을 하

기 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하는 잠재 , 실천 총체를

의미한다[28, 29]. 소비자역량이 높은소비자의경우 소비

불안감이 낮고, 소비자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이

로 인해 소비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33].

역량(competency)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 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태도(attitude), 기술

(skill), 지식(knowledge)이다. 특정 사안에 한 정

인 태도와 정확한 지식,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

술이 있다면 역량을 갖춘 것으로 단한다는 것이다. 이

때 태도는 역량의 정의 요소이자 비인지 요소이고,

기술과 지식은 실천 이고 인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에 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지식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인지 이해의 내

용 즉, 객 측정이 가능한지식을주로다루었다. 이를

이해력 는 문해력(literacy)으로 표 한 것이다. 특히

융상품과 련해서는 융 리터러시를 확인하고그

수를 높이기 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융, 개인정보, 친환경소비실천 등의 다양

한 소비생활 역에서 객 지식 외에 주 지식 혹

은 주 확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 34-36].

를 들어 융상품을 구입 혹은 계약하는 상황에 직면한

소비자의 경우, 융상품 련된 객 정보들을 제

로 알고 있는지 자체보다는 스스로 융 련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 융 련 지식에 한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 수 이 더 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주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 지식의 요성이

강조되는 역은 기술 정보와 련된 분야로 소비자의

정보 비 칭성이 큰분야이다. 융, 법률 정책 분야가

표 인 이다. 친환경 소비생활의 경우 소비자의 윤

리성과 련된 부분으로 직 실천으로 연계되기 해

서는 윤리 소비에 한 본인의 주 지식과 확신이

매우 요한 것이다. 리콜의 경우 지 까지 논의된 문제

은 정보에 한 이해도부족, 정보의소비자 도달률 부

족, 실제로 리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부족 등이 문제

로 제기되었다. 소비자의 에서는 리콜 조치 역시 정

보 비 칭이 큰 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

도 주 지식은 특정 상황에 한 소비자 스스로의 이

해도나확신수 으로볼 수있다[37, 38]. 이에 본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리콜에 한 심이나 태도 외에 주

으로 인지하는 리콜의 요성 리콜에 한 주 지

식을 역량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고 측정하고자 하 다.

3. 연 방법

3.1 료 수집 및 분  방법

우리나라 소비자의 리콜에 한 인식 실태 확인을

하여 2017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 8일간 우리나라

에 거주하는 성인을 상으로 하 다. 성별은 남녀 각각

50% 수 으로 할당하고, 지역 인구 구성비율과 유사한

수 으로 거주 지역 할당을 시도하 다. 그리고 리콜경

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교를 하여 리콜 경험이 있는 소

비자를 7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 다. 이 과

정은 ㈜마크로 엠 인을 통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진

행한 것이며, 최종 분석 상으로 확보한 자료는 총 1,626

명의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 로 SPSS 22.0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이항로짓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3.2 조사 대상  반적 특

본 연구 조사 상자의 연령 는 60 이상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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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2-23% 수 으로 고르게 분포하 으며, 학력수 은

졸자가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월평균

소득 수 은 300만원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0만

원 와 500만원 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군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648명으로 체의

39.9%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주부가 259명으

로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학생,

자 업, 문직종 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gen
-der

male 807(49.6)

age

20-29 373(22.9)

female 819(50.4) 30-39 369(22.7)

Educ-
ation

High
school↓

293(18.0) 40-49 381(23.4)

being in
University

146(9.0) 50-59 382(23.5)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1059
(65.1)

older than
60

121(7.4)

graduate
school↑

128(7.9) - -

incom/
month
(unit :
₩1000)

990↓ 61(3.8)

job

private
business

119(7.3)

1000↑
- 1999↓

145(8.9)
sales &
service

78(4.8)

2000↑
- 2999↓

272(16.7) office 648(39.9)

3000↑
- 3999↓

341(21.0)
administrati-
ve position

66(4.1)

4000↑
- 4999↓

297(18.3) professional 97(6.0)

5000↑
- 6999↓

308(18.9) housewife 259(15.9)

7000↑
- 9999↓

152(9.3) student 151(9.3)

10,000↑ 50(3.1) no job 87(5.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4. 연 결과

4.1 리콜 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리콜 경험 여부를 우선 확인하 다. 그

결과 조사 상자 1,626명 730명(44.9%)은 리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96명(55.1%)은 리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에서 9.2%인 62명은 리콜 과정에서 차가 복잡하거

나, 귀찮아서 리콜을 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리콜 경험이있는 소비자 730명을 상으로 리콜경험

이 있는 품목을 복수 응답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식

품·의약품, 휴 폰, 자동차, 기타 생활용품, 가 제품과

화장품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험한 리콜

품목을 확인한 결과 기타 생활용품(26.7%), 휴 폰

(23.3%), 식품·의약품(23.0%), 자동차(12.7%)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시 이 2017년 기

때문에 치약, 휴 폰 련 리콜 경험이상당수 집계된 것

으로 단된다.

리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리콜 련 정보를 가장

먼 하게 된 매체는 TV나 라디오, 국 규모의 일간

지 등 주요 매체의 보도를 통한 것(31.4%)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29.9%), 휴 폰

문자 메시지· 화·등기우편 등 직 인 연락을 통해서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info search channel

classification

no search once
more than

twice

call center of CS center of recall
corporate

251(34.4) 369(50.5) 110(15.1)

web site of recall corporate 288(39.5) 328(44.9) 114(15.6)

portal site search
(naver, daum etc.)

113(15.5) 294(40.3) 323(44.2)

SNS search of recall corporate 464(63.6) 184(25.2) 82(11.2)

visit or call for store 267(36.6) 360(49.3) 103(14.1)

call center of government 593(81.2) 107(14.7) 30(4.1)

web site of government 590(80.8) 105(14.4) 35(4.8)

SNS search of government 589(80.7) 106(14.5) 35(4.8)

online consumer community
search

284(38.9) 300(41.1) 146(20.0)

consumer call center in
Korea(#1372)

546(74.8) 147(20.1) 37(5.1)

Table 2. Recall Info. Search Depth & Width

소비자는 리콜 정보에 한 최 인지 후에라도 리콜

참여를 해 추가 인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이다. 이에 리콜 경험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리콜 정보

매체의 탐색수 을 확인하 다. 확인 매체는 기업의 고

객상담센터 화, 기업 홈페이지확인, 포털 사이트 검색,

기업 SNS 확인, 구입처 화 는 방문, 정부기 콜센

터, 정부기 홈페이지, 정부기 SNS, 온라인상 소비자

커뮤니티, 1372 소비자상담통합센터 화 으며, 매체별

추가 탐색 경험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정부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 채 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는 해당 상품을 리콜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화, 그리고 유사한 경험을 하는 소비자 커뮤니티의 경

우 2회 이상의 추가 인 정보 탐색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한 디지 정책학 논문지 제16  제46

4.2 리콜 역량 수

4.2.1 리콜 역량  

본 연구에서는 리콜 역량의 측정을 하여 선행 연구

고찰을 토 로 리콜 련 주 지식과 객 지식, 태

도와 기술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리콜 역량을 측정하

다. 이때 객 지식의 경우는 리콜 련 퀴즈에 한

정답 수를 기 으로 하 으며, 주 지식과 태도, 기

술 등 척도의 내용구성 타당도 확인을 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3개가 아닌 4개 요인이 도출되었

다. 구체 내용은 Table 3과 같다.

varia
-ble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recall
participation

will

recall
related
skill

recall
policy

recognition

subjective
recall

knowledge

c1 .632 .200 .034 .284

c2 .829 .115 -.052 .214

c3 .877 .144 -.020 .150

c4 .856 .216 -.011 .103

c5 .864 .207 -.014 .105

c6 .698 .381 .043 .022

c7 .623 .378 -.107 .143

c8 .205 .741 .109 .092

c9 .211 .803 .076 .182

c10 .383 .766 -.044 .103

c11 -.029 .052 .930 .002

c12 -.030 .062 .924 .054

c13 .143 .129 .087 .821

c14 .268 .152 -.035 .766

E-value 4.536 2.277 1.766 1.508

% 32.402 16.267 12.616 10.772

Cronbach’s
α

0.917 0.777 0.850 0.575

Table 3. Factor Analysis of Consumer Recall Competency

첫 번째 요인은 리콜에 한 참여 의지 요인(recall

participation will)으로 명명하 으며, 소비자 역량 요소

태도 역에해당한다. 리콜 참여의지 요인은 리콜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이다(c1),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 리콜이 실시된다면 꼭 리콜을 받을 것

이다(c2), 내가 사용하는 공산품 리콜이 실시된다면 꼭

리콜을 받을 것이다(c3), 내가 구입한 식품 리콜이 실시

된다면 꼭 리콜을 받을 것이다(c4), 내가 구입한 의약품

리콜이 실시된다면 꼭 리콜을 받을 것이다(c5), 내가 구

입한 생활용품의 리콜이 실시된다면 꼭 리콜을 받을 것

이다(c6), 리콜은 소비자의 안 을 해 꼭 필요한 제도

이다(c7)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상품 안 에 민감하다(c8), 내가

보유한 상품이 리콜 상이 된다면 련 정보를 잘 찾아

볼 수 있다(c9), 내가 보유한 상품이 리콜 된다면 궁 한

해결을 해 화, 인터넷 등 가능한방법을 동원하여

정보를 탐색할 것이다(c10)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를 리콜 련 기술 역량(recall related skill)으로 명

명하 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는 리콜 제도가 비교 잘 마

련되어있다(c11), 우리나라리콜제도는법 으로잘갖추

어져있다(c12)의두개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 이를리콜

제도인식역량(recall policy recognition)으로명명하 다.

마지막 요인은나는 메디안 치약리콜에 해 잘알고

있다(c13), 나는 갤럭시 노트 S7 리콜에 해 잘 알고 있

다(c14)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주 지식

역량(subjective recall knowledge)으로 명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리콜 역량의 구성요소 리콜에 한

객 지식도 측정하 다. 우리나라 리콜 제도에 해

잘 알고 있는지 O, X 퀴즈를 통하여 확인하 으며, 체

6개 문항에 한 정답개수를 객 지식 수로 환산하

다. 그 결과 응답자별로 최 0 에서 최고 6 까지 다

양한 수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객 지식 역량

(objective recall knowledge)로 분석하는데 활용하 다.

4.2.2 리콜 경험여부에 따  역량 수

본 연구에서는리콜 경험 여부에따라 리콜 역량수

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리콜 역량은 앞서 분석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요인

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하 다(Table 4 참고).

리콜 경험자의 경우 리콜 비경험자에 비해 역량의 모

든 구성항목에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나타났으며,

결국 리콜 경험자의 리콜 역량수 이더 높은것으로나

타났다.

두 집단 모두 태도에 한 응답 수 은 5 기 으로

4.4 이상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보

탐색기술 역량과 주 지식, 객 지식 수 의 경우

리콜 경험자의 역량 수 이 히 높은 것으로 확인하

다. 다만, 제도 인식의 경우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리

콜 경험자의 제도 인식 수 이 높기는 하지만, 두 집단

모두평균 3 미만으로나타나 제도 자체에 한인식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 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리콜 경험자의 경우 제도 , 정책 기반

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에 보다 정 으로 평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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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factor

리콜 경험자 비경험자 t

attitude 4.49(.65) 4.42(.66) 2.083*

information
search skill

4.14(.67) 3.91(.73) 6.533***

awareness policy 2.73(1.02) 2.52(.91) 4.236***

subjective
knowledge

4.03(.85) 3.70(.97) 7.128***

objective
knowledge

4.10(1.31) 3.86(1.47) 3.553***

* p<.05, *** p<.001

Table 4. Comparison Consumer Recall Competency

4.3 리콜 경험에  향

리콜경험 여부에 따라소비자의 리콜 역량수 이 다

름을 확인하 다. 리콜 경험자와 리콜 비경험자를 구분

하는데 더 큰 향을 미치는 역량 요인이 있는지를 규명

하기 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리콜 경험(1)과 비경험(0)이며, 설명변수

로 리콜 태도, 정보탐색 기술, 제도 인식, 주 지식과

객 지식의 5가지 변수를 투입하 다. 그 결과 –2

Log 우도비는 2140.527이며, 카이제곱값은 96.611(df=5,

p<.0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의미

하는 Nagelkerke R2값은 .077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설명변수는 리

콜 경험 여부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 역량의 경우태도 역량 수 이

낮아질수록 리콜 경험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태도와 인식 간의 역설을 의미한다. 윤

리 혹은 도덕 인 규범에 해 소비자들의 인식 수

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행동과 직 연계되지 않는 사례

들이 있는데, 리콜의 경우도 그러한 역설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competency
variables

B S.E, Wals df p Exp(B)

attitude -.341 .104 10.684 1 .001 .711

information
search skill

.463 .094 24.278 1 .000 1.589

awareness
policy

.151 .054 7.774 1 .005 1.163

subjective
knowledge

.356 .064 30.404 1 .000 1.427

objective
knowledge

.079 .037 4.461 1 .035 1.082

c -2.635 .426 38.310 1 .000 .072

chi-square = 96.611(df=5, p < .001)
-2 Log likelihood = 2140.527, Nagelkerke R2=.077

Table 5.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리콜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정보탐색 기술 역량이다. 본

인이 보유한 상품에 한리콜이 고지되는 경우, 련 정

보를 극 으로 탐색하는 실천 기술이 리콜 참여로 연

계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본

인이 처한 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한 노력

의 일환으로 소비자 역량 실천 역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향력이 큰 변수는 주 지식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객 지식보다는 주

지식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로 향력이 큰 변수는 제도 인식이었다. 우리

나라의 리콜 제도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

우 리콜 경험자일 확률이더 높다는 의미이다. 제도에

한 인식 수 자체는 평균 3 (5 기 )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제도에 한 인식수 이 정

인 경우 리콜참여에 한 의지에 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 강화를 해서

는 소비자들이 리콜, 상품안 등에 꾸 히 심을 기울

이고 정보를 탐색하게 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요함을 의미하며, 이를 해서는 리콜 상품의 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한 리콜과 련된 교육이나 직, 간

경험을통하여본인이리콜 제도에 해 잘 알수 있다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함을 확인하 다.

5. 결  및 제언

리콜은 소비자의 안 을 한 주요한 사후 구제 제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3개 법률이 소비자들이 일상

으로 사용하는 상품들의 리콜을 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리콜 실 은 소폭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한 리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리콜 건수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리콜 건수를 리콜 실

으로 보고 통계자료를 매년 발표해왔다. 그러나 리콜

의 실효성을 한 근이 보다 필요한 시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리콜제도의 근본 의미를 생각해볼 때, 리콜

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보다는 리콜 건별로 소비

자들의 참여율 즉, 리콜 회수율의 증가가더 요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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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

자의 세 주체 모두의 극 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주로 리콜 자

체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는 법제의 마련, 기업으로 하

여 리콜을실시할수 있도록 하는강제리콜 명령 등의

시스템 구축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본 연구는 다

른 한 주체이자 리콜 제도의 목 으로서 소비자 심

에서 근하 다.

소비자 지향 인 리콜 제도가 되기 해서는 소비자

가 리콜에 심을 가지고 리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인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연구는 이러한

에서 소비자의 리콜 역량 향상에 한 논의를 하 다.

일반 인 소비자 역량은 소비자의 태도, 기술, 지식의 세

개 역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리콜 역량

은 소비자의 태도가 리콜에 한 참여 의지, 리콜 법제에

한 인식의 두 가지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리콜의 기술

측면에서 리콜 정보 탐색 기술 역량이 도출되었다. 그리

고 지식 측면에서는 리콜에 한 주 지식과 객

지식의 두 가지역량을 확인하 다. 한리콜 경험 유무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리콜정보탐색 기

술과 주 지식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나타났다. 이

는 태도나 인식 보다 실천 역량의 요성이 강조된 결

과이며, 객 인 지식 수 보다는 주 으로 심을

가지고 정보를 탐색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는 주 지

식의 요성을 확인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리콜 참여 활성화를 해서 우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리콜 정보탐색 기술 역

량의증진에 거름이될 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근성과 이해도가 높은 리콜 정보의 제공이

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며 소비자의 주 지식 향상을

한 방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리콜 정보 근성을 강화할수 있는 방

안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소비자는 포털 사이트 온

라인 소비자 커뮤니티 등에서 보다 극 인 정보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리콜이 이

루어진 주요 상품들의 경우 역시 기업이 자발 으로

리콜을 진행하며 주요 일간지 공 뉴스 등에서

으로 소비자에게 정보가 달되어 해당상품 리콜에

한 인지도가 높았던 사례이다. 그 외 2000여건 이상 이

루어지는 리콜에 해서는 일반 소비자가쉽게 근하

기 어렵다. 정부기 에서는 할 상품군에서의 리콜 정

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 부처별 리

콜 정보 사이트에 한 소비자 인지는 매우 조하다.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리콜 련하여 정부기 의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품군을 월하

여 리콜 정보를 모두 모아서 제공하는 리콜 포털 사이트

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 사이트 자체에 한 소비자교육

국민 홍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

우에는 www.recall.gov 사이트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 원회에서 소비자정보종

합포털사이트를 운 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운

하는 해정보 사이트와 차별 이 크지 않고, 무엇보

다 구축된 지 오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

은 편이라 리콜종합 사이트의효율 근 리콜회수

율 증 를 한 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콜정보에 한이해도증진을 한노력이요

구된다. 재 우리나라의리콜 정보는 해의 원인즉 상

품의 결함에 해 설명하고 있으나, 매우 문 인 용어

로 설명되고 있어 일반 인 소비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형 인 기술 정보의 특

성임을 술한 바 있다. 소비자가 리콜에 참여하기 해

서는 어떤 문제로 인해, 어떤 험이 있는지, 그 험의

수 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험한지가 명확하다면 상품 리콜을 보다 극 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상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 수 있다면 소비자의 험도 체감

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말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을 심

으로 소비자의 안 강화를 한 리콜 제도의 정비가 이

루어진 바 있으며, 이후 소비자 지향 인리콜 정보의 개

선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1]. 다만

실제 리콜에서 해당 리콜 정보가 제 로 달될 수 있도

록 정부, 기업의 지속 이고 자발 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차 으로는 정보의 개선 정보 근성의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 소비자의 리콜 참여에 향을 미치는 주 지

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구체 이고 극 인

근이 요구된다. 주 지식을 객 지식과 구분하

고, 최근주 지식의 요성이 강조되는것은 교육 자

체의 양이나 지식 자체의 습득 보다는 교육의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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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스로 일정 수 에 올랐다고 인정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해서는 리콜 련 간 경

험이나 리콜 차에 한 시뮬 이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안 이슈가 요해지고, 소비자들의 권리 의

식 한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리콜 참여를

한 다양한 시도를 고민하는 기회가마련된다면 소비자의

주 지식 함양을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서

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기업은 자사의 상품에

안 결함이 있거나 해 발생이 견되는 경우 즉각

인 리콜을 실시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소

비자들의 안 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리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히 소규

모의 기업들이나 일부 기업들은 리콜에매우 소극 이

고, 리콜 과정에 수반되는 실질 비용에 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본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소비자 심 인 에서 실효성 있는리콜이 이루어져

야 하며, 소비자의 극 인 리콜참여와 그로 인한만족,

기업에 한 이미지 신뢰 상승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

리콜 분 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리콜의 활성화를 해서는 소비자, 정부, 기업 삼

자 모두의 노력이필요하며, 시장의 세 주체가 안 시장

구 을 해 제몫의 역할을 할 때 소비자의 심도 증 ,

소비자의 리콜 역량 강화, 정부의 소비자 심 리콜 제

도의 개선 지속화, 기업의 극 인 리콜 실시 등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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