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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xplores how imported automobile companies can develop their strategies to improve the outcome of their recalls. 
For this, the researchers analyzed patterns of recall demand, classified recall types based on the demand patterns and examined 
response strategies, considering plans on how to procure parts and induce customers to visit workshops, recall execution capacity 
and costs. As a result, recall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U-type, reverse U-type, L- type and reverse L-type. Also, as determinants 
of the types, the following factors are further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nd 12 sub-types of recalls: the height of maximum 
demand, which indicates the volatility of recall demand; the number of peaks, which are the patterns of demand variations; 
and the tail length of the demand curve, which indicates the speed of recalls. The classification resulted in the following: L-type, 
or customer-driven recall, is the most common type of recalls, taking up 25 out of the total 36 cases, followed by five U-type, 
four reverse L-type, and two reverse U-type cases. Prior studies show that the types of recalls are determined by factors influencing 
recall execution rates: severity, the number of cars to be recalled, recall execution rate, government policies, time since model 
launch, and recall costs, etc. As a component demand forecast model for automobile recalls, this study estimated the ARIMA 
model. ARIMA models were shown in three models: ARIMA (1,0,0), ARIMA (0,0,1) and ARIMA (0,0,0). These all three ARIMA 
models appear to be significant for all recall patterns, indicating that the ARIMA model is very valid as a predictive model 
for car recall patter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recall types, we drew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or recall response according 
to types of recalls. The conclusion section of this research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several aspects: how to improve the 
recall outcome (execution rate), customer satisfaction, brand image, recall costs, and response to the regulat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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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7건을 기록
하였으나 2019에는 290건에 이르러 연평균 17.7% 증가
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리콜 대
상 대수는 2010년 27만여 대에서 2019년 2백만 대 이상
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2.2% 증가하였다. 이처럼 자
동차 리콜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자동차 산업 내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리콜 증가를 유발하는 자동차 업계 내부 요인으
로서 자동차부품의 생산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새롭게 개
발되는 신차들에 사용되는 부품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장부품과 전자기기의 결함으로 차량이 매우 복잡해지
고 있다[29]. 또한 짧아지는 개발 주기로 인한 제품 테스
트 시간의 단축이 리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동
차 제조과정이 복잡해지고 기능이 향상되면 제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 공통의 제
품 플랫폼을 개발하여 여러 차량에 사용한다. 또한 공급
체인을 다변화 하여 Supply chain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
로 인해 동일 제품 결함이 여러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관 관리 품질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29]. 
다음으로 자동차 업계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로부터 대기 환경을 보존
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규제 등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규제강화를 기술력이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인터넷 및 SNS 
발달로 인한 정보의 생산 및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자동차 운행 중 소비자가 느낀 불안이나 불만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제조사나 정부관련 부서에 보고되
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조사나 정부가 소비자 만족 및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과 환경등과 연관
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하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
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동차 리콜의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리

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리콜의 적극적인 대응
이 매우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리콜 발
생시 리콜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 패턴 분석을 통한
타입별 리콜 유형을 분류 화하여 리콜 유형에 따른 자동
차 리콜 부품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비용 절
감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대두되게 되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을 통해 부품을 조
달하는데 항공 운송의 경우 조달기간이 평균 3.6일이나

해상운송에 비해 조달 비용이 8배 이상 높다. 그러나 해
상운송의 경우 부품 조달 비용은 항공운송에 비해 8배
이상 저렴하나 부품 조달기간이 51일이 소요된다. 이렇
듯 조달비용의 우위로 인하여 해상 운송을 통해 거의 대
부분의 부품이 조달되나 장기간의 조달 기간으로 인하여
정확한 부품 수요 예측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리콜 수요
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리콜 시정율의 향상으로 인한
고객의 만족도 증가와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리콜성과란 리콜 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한 리콜

시정율 향상을 의미하며 리콜 부품의 정확한 수요 예측
과 예측 모형의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리콜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먼저 리콜 유형
의 패턴 분석을 통하여 리콜 유형을 분류하고 각 리콜
유형의 특성과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
이다. 
리콜 패턴에 따른 리콜수요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상

적인 리콜조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리콜의 전세계 동조화 현상과 리콜의 대규모화
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콜 부품의 공급 부족과 서비스 시
설의 일시적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급차질(Disruption)에
대한 회복(Resilience) 전략으로써 리콜 수요 예측은 기업
의 리콜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연구가 리콜의 발생 원인과 리콜실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연구가 주된 주제였지만 본 연
구는 리콜의 성과 관리를 위한 리콜 수요 패턴에 기반을
둔 리콜 유형 분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로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콜의 성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실제 자료를 활용한 리콜 부품 수요 패턴
에 따른 리콜 케이스 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ARIMA 모형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
과적인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동차 리콜의 개요

2.1.1 리콜의 개념과 유형

리콜(Recall)이란 제조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소비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
스로 혹은 관계기관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
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결함제품을 수거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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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
으로 인한 소비자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15].
국내에서 리콜에 관한 사항들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

여 소비자 기본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리콜의 종류
를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분류하고 있다. 자발적
리콜은 자진 리콜과 리콜 권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
업이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을 지칭하고, 강제적 리콜은 관리 기관에 의하여 리
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이행 명령
을 통하여 시행되는 리콜을 의미한다[11].
또 다른 실무적인 분류로서 리콜의 내용을 소비자에

게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개 리콜, 비공개 리콜 방식
으로 나누기도 한다[15]. 공개 리콜은 공개적으로 리콜
내용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개별 공개 리콜인 경우에는 언론 매체를 통하지 않고 소
비자 개인에게 리콜고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공개
리콜은 리콜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수리 센터 등에 제품을 입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수리를 하는 등 리콜을 실시하는 것
이다[4]. 또한 리콜은 위해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전적 리
콜과 사후적 리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전적 리콜
은 제품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
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고 사후적 리콜은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된 후에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
시하는 것이다[4].
리콜의 방법은 첫째, 부품 교환 등으로 결함을 완전하

게 수리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리가 있고, 둘째, 같
은 가치의 타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교환이 있으며, 셋
째,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실시하는 환급, 넷
째, 회수된 제품의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과 같은 손
실을 줄이기 위한 파기가 있다[7].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콜을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진리콜은 물품 등이 소
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하거나 소
비자에게 수리, 교환, 환급 등을 조치하는 것이고, 리콜
권고는 리콜 사유 발생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을 권고하는 것이
라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명령은 리콜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1.2 자동차 리콜과 기업 성과

리콜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적극적인 노력은 해당 기
업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기틀이
되기도 한다[25]. 리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은 리콜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다. 
실제로 기업들이 자사의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수행할
지에 대한 결정은 소비자의 안전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리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야 할 것이다. 리콜은 기업에게 리콜 수행에 따르는 비용
은 물론이고 기업의 명성과 고객 신뢰 등 에도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리콜을 통하여 소비자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리콜 비용
의 부담, 결함 인정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 부정
적 결과도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2, 25].
특히 리콜의 대응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례에서 대부분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기업들이 자진 리콜에 소요
되는 비용이 리콜 회피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생되었다. 결함 제품의 리콜 공지 및 조사, 회수, 수리
비용, 소비자 보상비용 등 직접 비용과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간접비용
의 총합이 리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을 경우 부담할지
도 모르는 위험 비용의 값 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업의 의무를 회피하였던 것이다[19, 22, 27].

2009년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는 가속페달의 매
트 끼임과 급발진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1천만대 이
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였다. 리콜 초
기에는 도요타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한 훼손을 받았고 매
출과 시장 점유율은 급락하였다. 하지만 적극적인 리콜 이
후에 브랜드 가치는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브
랜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5, 6, 12, 16, 
25]. 리콜과 기업 이미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적절한 리콜 시행은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Shim and Lee[26]는 리콜에 관한
소비자 실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지각하는 비율이 82%
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rk et al.[23]는 리콜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선택
및 영향에 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공산품, 식·의약품, 
자동차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피 혹은 코스닥 상
장 회사 38개사의 101건의 리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과 결함제품의 특성이 리콜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주식 시장에서 초과 주가 수
익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리
콜의 시행이 강제적 리콜 시행에 비해 초과수익률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위험수준 및 제품가격이 높을수록, 판매대수가 많을
수록, 기업명이 부착된 제품일수록 자발적 리콜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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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 et al.[3]는 연구를 통해 리콜 수리가 사고 발생 횟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한 사
고 발생시 부상이나 심각한 사고를 줄인다고 하였다. 연
구에서는 리콜 시정율이 더 높은 차량 모델들은 리콜 이
후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사고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리콜 수리가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도로의 사고 피해를 줄
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존앤앤존슨이 생산하는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의 시민

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타이네롤에 청산
가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져 리콜조치가 내려지자
회사 경영측은 미국 내 모든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판매 중단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후 외부인이 고의로 청산가리를 투여한 것으
로 밝혀져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리콜을 적기에 적절하게 수행
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기업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리콜을 실기하거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기업의
존폐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2010년 LG는 드럼세탁기
리콜 발생 시 해당제품의 안전 위해요인 제거와 더불어
전국의 영업망을 총동원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제일주의를 실천 하였다. 반면에 2006년 소니사는 자사의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제품이 폭발하는 문제가 발생 하였
으나 늦장 대응으로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09년 10월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의 폭발로
당시 국내 백색 가전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을
수행하였으나, 결함 발생 후 약 20일 만에 늦장 대응을 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이어졌으며 결함에 대한 신속
대응보다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리

콜발생등과 같이 서비스나 상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불만족한 고객들이 발생했을 때 불만족한 상태를 만족한
상태로 되돌리는 일련의 과정과 위반의 결과로 발생된 고
객의 손해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 활동
을 서비스 회복 노력 이라고 한다[28]. 서비스 회복이 중
요한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불만고
객이 서비스 회복 전략을 통해 불평에 대한 만족한 결과
를 얻음으로서 불만이나 문제가 없었던 고객보다 더욱 충
성도가 높아지는 서비스 패러독스 효과 때문이다[10]. 
Clark et al.[9]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실패 후 자신의 기
대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받은 고객의 91%가 그 기업의
고객으로 남을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시대적으로 정보 환경의 발달과 소비자들의 제품결함

에 대한 수준 향상으로 이제 리콜은 더 이상 선택이 아
니라 필수이다.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더 우호적이다. 결함 그 자체
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보다 리콜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서 기업이 심각한 위기
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로 인한 비용의 부담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단기적인 위험에도 불구하
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콜을 시행함으로써 브랜드와 기
업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2.2 자동차 리콜의 개요

Ashwini and Dixi[1]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AHP 분
석을 활용하여 자동차 리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리콜의 발생 원인을 공급망 관리의 품질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자동차 리콜의 발생 원인들을 유형
화 하였다. 제조업체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리콜의 유형
과 부품 공급업체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리콜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 리콜에 대한 발생 원인들을 분
석하였다. 먼저 메이커 측면에서 리콜의 발생 원인은 과
도한 판매 경쟁, 생산능력 초과 생산, 프로토타입의 테스
트 부족, 디자인 부서와 타부서의 협력 부재, 공급업체
Quality 등이며, 부품 공급업체 측면에서는 주문 폭주로
인한 수요 관리 실패, 품질 관리 실패 등이 리콜의 원인
이 된다고 보고 있다.  

Rupp[21]은 자동차 리콜의 특성, 기업 특성 등의 주식
의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자
동차 리콜의 속성들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수명주기, 리
콜 발생 시기, 리콜 대상 대수 (리콜대상비율), 시정 차량
수 (시정비율), 강제리콜 여부, 예비조사(정부) 여부, 리콜
발표의 지연 일수 등은 자동차 리콜을 유형화하는 중요한
기준들이라고 주장하였다.

Jun[13]은 공산품, 식품, 의약품, 자동차의 리콜연구를
통하여 소비자 유형을 무관심형, 회피형, 상황주도형, 즉
각 대응형 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리콜반응이 각각 상이
하여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ung et al.[14]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 리콜의 부품
수요 예측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그 중요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리콜 요인들의 유형 분류를 위하여
델파이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고 추출된 리콜 수요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AHP를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대분류의 속성 중에서는 리콜 발생 원인이
리콜 수요 예측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리콜 관련 규모, 외부 환경 요인, 대상 차종특성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중분류 속성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치명성은 전체 중분류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 요인중 정부의 리콜 관련
정책강도를 제외하고는 대상 차량의 판매가격과 함께 전반
적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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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ll Recall Data of Imported Car Company A

Quantity range cases % cumulative % no of Vehicles subject to recall %

1~100
101~1,000

1,001~5,000
5,001~10,000
10,001~50,000

50,001~

59
47
26
10
12
5

37.1%
29.6%
16.4%
6.3%
7.5%
3.1%

37.1%
66.7%
83.0%
89.3%
96.9%
100.0%

 1,434 
 19,511 
 61,779 
72,248 

  225,149 
  642,117 

0.1%
1.9%
6.0%
7.1%
22.0%
62.8%

Total 159 100.0% 100.0% 1,022,238 100%

<Table 2> Recall Factors Used for Classification of Recall Types

Number Method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sult of Delphi Analysis

Reivew of Precedent Literature
Reivew of Precedent Literature
Reivew of Precedent Literature

Fatality
Driving Safety

Quantity of Affected Vehicles
Sales Volume of Affected Vehicles
Intensity of Related Recall Policy

Matter of Recall in Competitor Brands
Price of Affected Vehicle

Recall Cost per unit
Economic Situation

Case of Foreign Recall
Period after Vehicle Launch

Recall Completion Rate
Compulsory Government Order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에서 도출된 자동차 리콜수
요 주요 요인에 따라서 리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
형에 따른 리콜 부품의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수요예측
을 위하여 ARIMA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추정하였다[16, 
17]. 자동차 리콜 부품의 정확한 수요 예측은 리콜 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에도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 요인에 따른
리콜 유형별로 부품 수요의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이러
한 수요 패턴의 양상에 따른 리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전략적 시사점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리콜 자료 구성 

본 연구에서 리콜 패턴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는 A 수입 자동차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159
개의 리콜 사례 중 리콜 대상 대수가 1,000대 이상인 케
이스 53건을 1차 선별하였다. 그리고 1년 이상의 리콜 시
정율(리콜 수요)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이전 발
생한 리콜과 실제 부품이 사용된 리콜 등의 기준을 충족
하는 36건을 최종 추출하였다. 특히 1,000대 이상을 선정
한 이유는 리콜 부품 수요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8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의 부품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아래의 표들은 2005년부터 2019년간 실제 발생한 리
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1천대 이하의 소규모 리콜이 전
체 66.7%로 가장 많았으며 1만대 이하의 중규모가 20.7%
로 두 번째로 높았고 1만 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은 10.6%
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리콜 대상대수 관점에서는 전체
리콜 대상대수의 84.8%로써 가장 높았다. 

3.2 리콜 수요 결정요인

Jung et al.[14] 선행 연구의 검토와 델파이 조사에 의해
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리콜수요 예측을 위한 속성들
을 정리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리콜 수용 요인 3개
와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중요도 평가 결과 상위
10개 요인을 합하여 총 13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AHP분석
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추출된 17개 요인 중에서 
AHP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기준은 델파이 조사 과정
에서 응답자들의 키워드 관련 중요도 평가 분석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출시 후 경과
기간, 리콜 시정율, 정부 강제 명령 등[21] 총 3개의 요인을
포함시켜 총 1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Table 2> 참조). 
아래의 표는 리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13개 리콜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리콜 수요의 결정 요인이 리콜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각각의 리콜 패턴에 나타난 특성을
리콜 요인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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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tern Analysis for Recall Types(After the Recall Commences)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Height of the Peak 36 5.3% 82.4% 28.309% 19.2273%
Number of the Peak 36 1.0 6.0 3.194 1.4505
Speed of the Recall 36 3.0 19.0 14.194 5.5023

Sample Size 36 　 　 　 　

<Table 4> Classification of Recall Types by Pattern(Large Classification)

No.　 Pattern Name Graph Shape Definition of Pattern
Influential Factors 

towards the Pattern
Related  

Recall Cases

1 L Shape L
Early Peak after Start 

of Recall, and maintaining 
low level

Leading Recall by 
Customers 25

2 Reverse 
L Shape RL Late Peak after certain 

months 
Issues in Early Parts 

Supplies 4

3 U Shape U
Early Peak after Start of 
Recall, and Several other 

small peaks afterwards

Supervision of Organization 
due to low recall 
completion rate or 

Irregular Parts Supplies

5

4 Reverse 
U Shape RU

Early Peak after Start of 
Recall, and maintaining 

3 months peak level and 
stay low afterwards

Leading Recall by 
Manufacturer 2

4. 분석 결과

4.1 리콜 유형의 분류  

자동차 리콜과 같이 수요 기간이 짧고 불규칙한 패턴
을 보이는 경우 수요 예측 모형의 추정이 어려울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요 패턴 분석을
실시하여 수요 패턴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의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리콜 수요 패턴 분
석 결과 리콜 유형은 패턴 형태에 따라 L자형, 역 L자형, 
U자형 및 역 U자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참조). 리콜 수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
째 리콜 부품 최고 수요량의 피크 점의 높이, 둘째 피크
점의 개수, 마지막으로 리콜 속도를 의미하는 수요곡선
의 꼬리 길이 등 3개의 요인이 있다. 3개의 요인을 36개
리콜 케이스에 대해 통계적 분석한 결과 리콜 발표월
(M+0)을 포함한 총 19개월의 리콜 부품 수요 패턴을 분
석한 결과 피크 점의 리콜 시정율 평균은 28.3%, 전월
대비 30%수요가 증가한 피크점 봉우리 개수의 평균은

3.19개이며 80%까지 도달한 시정율 기간의 평균은 14개
월로 나타났다. 특히 피크 점의 표준편차는 19% 이상으
로 개별 리콜별 피크 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6개 리콜 케이스별로 리콜 패턴을 분석한 결

과 4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정상천 등(2020) 연구에서 정리된 13개요인 중 리
콜 시정율 및 정부정책 강도는 U자형에 치명성 수준은
역U자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L자
형은 리콜 시정율을 주도하는 주체 그리고 역 L자는 부
품 수급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요인을 개별 리콜케

이스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Table 5>
는 유형별 두 가지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재분류
기준은 피크의 높이는 30% 기준으로 30%이상과 미만으
로 분류하였고 피크의 숫자는 리콜기간이 통상 18개월 6
분기이나 1분기 이후 시정율 결과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있기 때문에 피크기의 개수 5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콜 시정율 속도는 업계의 신속한 리콜의
통상 기준인 10개월 80% 기준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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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ey Features According to the Recall Pattern(Intermediate Classification)

　 Factor Definition Criteria Key Features

1 Height of the Peak
After Start of Recall, The number of 

recall in highest peak month, 
out of total affected vehicles 

A(Above) : 30%~ (13 cases)

B(Below) : ~30% (23 cases)

- Fatal due to defect
- High Number of affected Vehicles
- Media Exposure

2 Number of the Peak
Number of the Peak after start of the recall 
 (Peak : 30% or more growth compared to 

previous month)

M(Many) : 5~ (5 cases)

F(Few) : ~4 (31 cases)

- Low Recall Completion Rate
- Supervision of the recall
- Issue in Parts Supplies

3 Speed of the Recall
After Start of Recall, Number of 

month spent to reach 80% of 
recall completion rate

Q(Quick) : ~10M (10 cases)

S(Slow) : 11M~ (26 cases)

-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launching(Young aged car)

<Table 6> Recall Cases based on A, M, Q among the Factors(Intermediate Classification)

Height of the Peak(A) Height Affected Vehicles

Timing Chain Tensioner 1 
EGR Value Manufacturing Defect
EGR Module 1
EGR Module 2
Engine Turbo Cooler 1
Engine Turbo Cooler 2
Engine Pulley
Assistant Cooling Water Pump for Turbo Charger
Timing Chain Tensioner 2

30.3%
30.6%
25.5%
39.8%
35.6%
82.4%
39.3%
50.2%
31.2%

55,712
2,026

106,511
65,965
1,417
2,231
2,195
2,097
11,689 

Number of the Peak(M)　 Number of Months which grew 30% 
or more Compared to Previous Month

Recall Completion Rate

Blow-by-heater
Airbag Inflater (Driver/Passenger) 
TAKATA Airbag Inflater  
Timing Chain Tensioner 2

6
5
5
5

60.4%
35.3%
67.4%
79.2%

Speed of the Recall(Q)
The number of month spend to 
reach 80% of Recall Completion

Recall Completion Rate

Front Propeller Shaft (3years) 
Low Pressure Fuel Supply Hose (2years) 
Low Pressure Fuel Supply Line (2years) 
EGR Module 1 (3years) 
EGR Module 2 (3years) 
Engine Turbo Cooler 1 (3years) 
Engine Turbo Cooler 2 (3years) 
Engine Pulley (2years) 
Airbag Control Unit (2years) 

10
7
8
4
3
8
6
5
10

87.2%
94.5%
98.7%
98.6%
98.5%
92.4%
93.3%
90.3%
96.0%

<Table 6>은 리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요인 중
상위기준(A,M,Q) 해당하는 리콜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로
써 피크의 높이 중 A(Above)기준에 속하는 리콜의 특징은
고객이 자동차 운행상 안전성과 연관이 있는 결함 부위, 
부품의 가격이 고가, 치명적 영향이 예상되는 결함부위 및
대상대수가 많은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언론의 노출이 심
한 리콜 케이스가 다수 포함되어 전체13개 A기준 중 9개
약 70%가 위에 설명한 조건에 부합된다. 피크개수가 5개
이상을 M(Many)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5개중 4개
80%가 시정율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관리감독 기관
이 개입하여 봉우리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리콜속도의 수요곡선 꼬리의 Q(Quick)기준은 리콜 성과

(시정율)80%가 10개월 이내 도달하는 것인데 전체 10개중
9개가 3년 미만의 출시 후 경과기간이 짧은 신차에 속했다.

<Table 7>은 패턴에 따른 리콜 유형(대분류)과 유형에
미치는 요인(중분류) 두 가지 속성을 결합하여 분석한 12가
지 리콜 유형이다. Jung et al.[14]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수
요 요인 13가지 중 출시후 경과기관, 치명성 수준, 운행의
안전성, 대상차량수, 리콜 시정율, 리콜관련 정책 강도, 정
부의 강제적 명령, 리콜 비용 등 8가지 요인이 수요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
규모 리콜 , 높은 치명성의 경우에 RU-Axx유형, 낮은 시정
율은 U-xxx유형, 정책강도 등은 RU-xxx유형에 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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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2 Recall Types and Recall Cases

　 Shape
type

Sub
factor

Shape+sub 
factor

Number of 
Recalls

　 Shape
type

Sub
factor

Shape+sub 
factor

Number of 
Recalls

1 L AFQ L-AFQ 5 7 RL BFS RL-BFS 2
2 L BFQ L-BFQ 2 8 RL BMS RL-BMS 1
3 L BFS L-BFS 10 9 U BFS U-BFS 3
4 L BMS L-BMS 2 10 U BMS U-BMS 2
5 L AFS L-AFS 6 11 RU AFQ RU-AFQ 1
6 RL AFF RL-AFF 1 12 RU BFQ RU-BFQ 1

1. L-AFQ (High Peak/Few Peaks/Fast) 2. L-BFQ (Low Peak/Few Peaks/Fast) 

(25) Engine Turbo Cooler (09) Low Pressure Fuel Supply Line 

3. L-BFS (Low Peak/Few Peaks/Slow) 4. L-BMS (Low Peak/Many Peaks/Slow)

(04) Battery Wire Fixing Module (02) Blow-by-Heater

5. L-AFS(High Peak/Few Peaks/Slow) 6. RL-AFQ(High Peaks/Few Peaks/Fast)

(01) Timing Chain Tentioner (30) Low Pressure Fuel Supply Hose

7. RL-BFS(Low Peaks/Few Peaks/Slow) 8. RL-BMS(Low Peak/Many Peaks/Slow)

(13) Passenger Seat Airbag Module (20) Intake Manifold

<Figure 1> The Shape of the Graph According to the 12 Recal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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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BFS(Low Peak/Few Peaks/Slow) 10. U-BMS(Low Peak/Many Peaks/Slow)

(22) Fuel Supply Hose (08) Timing Chain Tentioner 2

11. RU-AFQ(High Peak/Few Peaks/Fast) 12. RU-BFQ(High Peaks/Few Peaks/Fast)

(19) EGR Module 2 (18) EGR Module 1

<Figure 1> The Shape of the Graph According to the 12 Recall Types(Continue)

<Figure 1>은 12가지 유형 분류 중 각 유형별 대표적인
리콜 케이스를 예시로 설명 한 것으로 X축은 리콜 기간, 
Y축은 리콜 부품 수요량이다. L타입은 전체 36건 중 25건의
케이스가 포함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써 고객주도하에 리
콜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L타입 중가장 빈도수가 높은것은
고객이 인지하는 결함 부위의 심각성, 언론노출의 빈도, 
리콜 영향의 치명성이 낮아 그 영향으로 피크점의 높이가
30% 미만이고 봉우리 숫자가 많지 않아 평탄하게 하향하여
10개월 이전에 80% 시정율이 도달하지 못하고 18개월까지
진행되는 L-BFS형이며 총 10건으로 27.7%이다. 두 번째
빈도가 높은 유형은 초기 적극참여자의 반응으로 피크점은
높으나 고객주도의 진행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크점
이외에 재 피크점이 많지 않으며 리콜속도가 늦어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이는 L-AFS형이며 6개로써 전체의 16.6%이다. 
세 번째 빈도가 높은 리콜 유형은 초기 적극 참여로 피크점
이 높고 상대적으로 출시후 경과 기관이 짧은 신차로써
꼬리가 짧은 형태를 보이는 L-AFQ형이며 5개로써 전체의
13.8% 이다. 역L자형은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크
점이리콜개시시점이 아닌 개시 이후에나타나는타입으로
RL타입의 경우 총 4건 11.1%이다. 특히 흡기다기관 리콜케
이스는 화재발생 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치명성이 높은 리콜
이다. 그러나 초기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리콜 개시
이후 공급이 증가하여 피크점이 개시 이후에 도달하게 된
다. 따라서 부품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에 수요가 동시 증가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RL-BMS타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U자형의 경우 리콜 시정율이 저조하여 관리감독 기관의

개입이 존재하거나 부품 수급의 이슈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
는 봉우리가 5개 이상 존재하는 타입으로 총 5개 13.8%이다. 
U자형에 포함된 리콜은 18개월 평균 80%에 미만의 리콜성
과를 나타내고 있다. 역U자형의 경우 리콜 성과를 통한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이상적이다. 안전성, 치명성
수준, 언론의 노출 과 정부의 정책강도가 강해 고객의 반응
이 적극적이고 기업주도로 조기완료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총 2개의 케이스가 존재하며 비율은 5.5%이다. 
역U자의 경우 피크점이 4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
다. 고객 만족,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리콜의 긍정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 형태의 리콜 유형이 2건인 것은
리콜성과의 중요성에 비해 저조한 결과로써 전반적인 기업
의 리콜 대응 전략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4.2 리콜 유형별 ARIMA 모형 추정 

다음은 리콜 패턴에 따른 리콜 부품의 수요 예측을 위한
ARIMA 모형을 추정하였다. 위의 수요 패턴 결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자동차 리콜은 불규칙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RIMA 추정을 위한 정상시계열 전환 과정에
서실제수요량을자연로그로변환한값을사용하였다. 전반적
으로 ARIMA 모형은 ARIMA(1,0,0), ARIMA (0,0,1), ARIMA 
(0,0,0) 등 3개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ARIMA(1,0,0)
가 23개로 가장 전형적인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된
ARIMA 모형은 리콜 패턴에따라서달라지거나일정한 방향
성을보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모형의적합도를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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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RIMA Model Analysis of 12 Recall Types

Recall 
Category　

Recall
Type　

Model
Number

Model
Type

Model Fit statistics Ljung-Box Q ARIMA Model Pararmetersb)

Stationary R-squared Statistics DF Sig.a) Sig.

L_AFQ

type_12 ARIMA(1,0,0) Model_1 0.175 3.288 17 1.000 0.000*** 
type_14 ARIMA(0,0,0) Model_2 0.000 8.746 18 0.965 0.009*** 
type_25 ARIMA(0,0,1) Model_3 0.000 8.697 18 0.966 0.001**  
type_27 ARIMA(0,0,1) Model_4 0.000 5.626 18 0.997 0.024*  
type_28 ARIMA(0,0,1) Model_5 0.000 10.141 18 0.927 0.003**  

L_BFQ
type_9 ARIMA(1,0,0) Model_6 0.000 9.408 18 0.950 0.000***  
type_31 ARIMA(1,0,0) Model_7 0.000 18.161 18 0.445 0.000***  

L_BFS

type_3 ARIMA(1,0,0) Model_8 0.000 13.075 18 0.787 0.000***  
type_4 ARIMA(1,0,0) Model_9 0.356 2.643 17 1.000 0.000***  
type_5 ARIMA(1,0,0) Model_10 0.387 13.572 17 0.697 0.000*** 
type_10 ARIMA(1,0,0) Model_11 0.288 2.486 17 1.000 0.000*** 
type_17 ARIMA(1,0,0) Model_12 0.282 2.333 17 1.000 0.000*** 
type_21 ARIMA(0,0,0) Model_13 0.256 2.807 17 1.000 0.001** 
type_26 ARIMA(0,0,0) Model_14 0.239 3.966 17 1.000 0.000*** 
type_32 ARIMA(0,0,0) Model_15 0.221 1.517 17 1.000 0.002** 
type_33 ARIMA(0,0,1) Model_16 0.115 4.258 17 0.999 0.049* 
type_36 ARIMA(1,0,0) Model_17 0.193 2.041 17 1.000 0.004** 

L_BMS
type_2 ARIMA(1,0,0) Model_18 0.243 9.010 17 0.940 0.000*** 
type_23 ARIMA(1,0,0) Model_19 0.000 20.017 18 0.332 0.000***

L_AFS

type_1 ARIMA(1,0,0) Model_20 0.273 3.506 17 1.000 0.000*** 
type_11 ARIMA(1,0,0) Model_21 0.436 2.859 17 1.000 0.000*** 
type_15 ARIMA(1,0,0) Model_22 0.085 14.538 17 0.629 0.000*** 
type_16 ARIMA(0,0,0) Model_23 0.454 7.574 17 0.975 0.001** 
type_29 ARIMA(0,0,1) Model_24 0.252 6.759 17 0.986 0.001** 
type_35 ARIMA(1,0,0) Model_25 0.467 7.129 17 0.982 0.005** 

RL_AFF type_30 ARIMA(1,0,0) Model_26 0.372 14.543 17 0.628 0.000*** 

RL_BFS
type_13 ARIMA(0,0,0) Model_27 0.484 3.716 17 1.000 0.000*** 
type_24 ARIMA(1,0,0) Model_28 0.346 6.504 17 0.989 0.000*** 

RL_BMS type_20 ARIMA(1,0,0) Model_29 0.139 1.997 17 1.000 0.000*** 

U_BFS
type_7 ARIMA(0,0,0) Model_30 0.340 11.189 17 0.847 0.003** 
type_22 ARIMA(1,0,0) Model_31 0.155 8.539 17 0.954 0.000*** 
type_34 ARIMA(0,0,0) Model_32 0.258 8.873 17 0.944 0.017* 

U_BMS
type_6 ARIMA(1,0,0) Model_33 0.290 17.835 17 0.399 0.000*** 
type_8 ARIMA(1,0,0) Model_34 0.229 24.947 17 0.096 0.000*** 

RU_AFQ type_19 ARIMA(1,0,0) Model_35 0.831 16.610 17 0.481 0.000*** 
RU_BFQ type_18 ARIMA(1,0,0) Model_36 0.720 11.886 17 0.807 0.000****

a) p > 0.05; b) *p < 0.05, **p < 0.01, ***p < 0.001

Ljung-Box Q의 값이 모두 0.05이상의 유의확률을 보이고
있으므로모든 ARIMA 모형의적합도는 우수한것으로밝혀
졌다. 따라서 ARIMA 모형은 모든 리콜 패턴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리콜 패턴에 대한 예측 모형으로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모형 함수식의
계수의 유의확률(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5% 미만일
경우자기회귀식은유의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본연구에
서 추정된 36개의 ARIMA 모형은 계수 유의확률이 대부분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ARIMA 모형은 자동차 리콜의

수요 예측 모형으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U모형의경우 부품수급이나고객 반응이저조하
여 관리 감독기간의 적극 리콜 성과 개입 및 수품 수급
개선에 따라 봉우리가 다중 적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패턴 양상에 따른 가장 다양한 ARIMA 모형이 추정되었다. 
모델 핏을 나타내는 R2의 경우 일부 모형의 경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나 MAPE분석을 통하여 추가 검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ARIMA 모형의 추정 정확성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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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RIMA Model by Number of Recall

ARIMA Model Number of recall cases Ratio

ARIMA(1,0,0) 23 64%
ARIMA(0,0,0) 8 22%
ARIMA(0,0,1) 5 14%

Total 36 100%

<Table 10> MAPE Analysis by Recall Type

Recall Category　 Recall Type　 Model Type Model Number MAPE MAPE Average

L_AFQ

type_12 Model_1 ARIMA(1,0,0) 0.119

0.175
type_14 Model_2 ARIMA(0,0,0) 0.102
type_25 Model_3 ARIMA(0,0,1) 0.163 
type_27 Model_4 ARIMA(0,0,1) 0.243 
type_28 Model_5 ARIMA(0,0,1) 0.246

L_BFQ
type_9 Model_6 ARIMA(1,0,0) 0.083

0.167
type_31 Model_7 ARIMA(1,0,0) 0.251

L_BFS

type_3 Model_8 ARIMA(1,0,0) 0.151

0.164

type_4 Model_9 ARIMA(1,0,0) 0.160
type_5 Model_10 ARIMA(1,0,0) 0.131
type_10 Model_11 ARIMA(1,0,0) 0.123
type_17 Model_12 ARIMA(1,0,0) 0.118
type_21 Model_13 ARIMA(0,0,0) 0.127
type_26 Model_14 ARIMA(0,0,0) 0.273
type_32 Model_15 ARIMA(0,0,0) 0.184
type_33 Model_16 ARIMA(0,0,1) 0.120
type_36 Model_17 ARIMA(1,0,0) 0.258

L_BMS
type_2 Model_18 ARIMA(1,0,0) 0.329

0.227
type_23 Model_19 ARIMA(1,0,0) 0.126

L_AFS

type_1 Model_20 ARIMA(1,0,0) 0.153

0.107

type_11 Model_21 ARIMA(1,0,0) 0.109
type_15 Model_22 ARIMA(1,0,0) 0.081
type_16 Model_23 ARIMA(0,0,0) 0.102
type_29 Model_24 ARIMA(0,0,1) 0.075
type_35 Model_25 ARIMA(1,0,0) 0.123

RL_AFF type_30 Model_26 ARIMA(1,0,0) 0.147 0.147

RL_BFS
type_13 Model_27 ARIMA(0,0,0) 0.181

0.188
type_24 Model_28 ARIMA(1,0,0) 0.195

RL_BMS type_20 Model_29 ARIMA(1,0,0) 0.112 0.112

U_BFS
type_7 Model_30 ARIMA(0,0,0) 0.088

0.103type_22 Model_31 ARIMA(1,0,0) 0.136
type_34 Model_32 ARIMA(0,0,0) 0.086

U_BMS
type_6 Model_33 ARIMA(1,0,0) 0.164

0.132
type_8 Model_34 ARIMA(1,0,0) 0.101

RU_AFQ type_19 Model_35 ARIMA(1,0,0) 0.171 0.171
RU_BFQ type_18 Model_36 ARIMA(1,0,0) 0.141 0.141

Average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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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의 ARIMA 모형은 리콜 패턴에 따른 부품
수요 예측 모형으로서 적합하며 향후 자동차 리콜의 발생
시에 부품 수요 패턴에 따라서 해당되는 ARIMA 수요 예측
모형으로 예측 가능하며 부품의 일시적인 공급혼란(Dis-
ruption)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복(Resilience) 프로그램으로
서 ARIMA 수요 예측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10>은 ARIMA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측정할 목적으로 모형에 의한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비교한 MAPE(Mean Absoulte 
Percentage Error : 평균절대 백분율 오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MAPE의 기준은 10% 이내의 경우

매우정확, 10%~20% 이내는 정확, 20%~50% 이내는 보통, 
50% 이상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다[8]. 각각의 수요 패턴
별로 MAPE의 범위는 0.1~0.2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예측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0.1 이하의 MAPE
를 보이는 패턴은 type 7, type 9, type 15, type 29, type 
34 등으로 나타났다. 각 수요 패턴의 카테고리 별로 평균
MAPE를 계산하여 각 패턴 ARIMA 모형의 예측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MAPE가 가장 낮은 패턴은 U_BFS
이고(M = 0.103), 가장 높은 패턴은 L_BMS 인 것으로 나타
났다(M = 0.227). 따라서 일반적인 수요 패턴으로서 L자형
패턴보다 U자형 패턴의 ARIMA 모형의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ARIMA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
정상 시계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피크를 보이는
L자형패턴보다는두번의피크를보이는 U자형패턴이정상
시계열로 변환이 더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개 유형의 수요 패턴 분석의 중요한 결과는 유형에 따
라서 피크점의 크기와 시기가 다를 수 잇다는 점이다. 수
요예측 모형인 ARIMA 추정 결과에서도 피크의 시기와
피크 수요량의 예측이 가능한 걸로 나타나(MAPE 분석결
과) ARIMA 모형으로 실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피크 전후의 수요량의 경우 ARIMA는 정상시계열 변
환 후 모형을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패턴보다 약간 완만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피크 전후는 실제 패턴보다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MAPE의 분석결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값과 추정값의 오차가 발생한
다. 그러나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ARIMA 
모형의 유용성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5. 결  론

5.1 분석 결과 요약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수요 주요 요인에 따라서

리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리콜 부품의
수요 패턴을 분석하였다. 리콜 수요 패턴 분석 결과 리콜
유형은 패턴 형태에 따라 L자형, 역 L자형, U자형 및 역
U자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Classification)되었다
리콜 케이스중 전체 70%를 차지하는 L자형의 경우 소

비자가 주도하는 리콜 유형으로 리콜 개시 후 2개월간
30%정도의 리콜 시정율 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역 L
자의 경우 공급차질(Supply disruption)로 인하여 수요 피
크시점이 리콜 개시 초기가 아닌 추후에 피크 점에 도달
하고 있다. U자형의 경우 리콜 시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나 기업의 관리 감독이 증가하여 봉우리가 다중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역 U자의 경우 리콜성과의 조기 달성
을 위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리콜 성과를 주도하는 형태
로 피크점이 3~4개월 유지되고 있다. 리콜성과 향상을 위
해 리콜 유형별 기업의 대응방안의 전략적 시사점은 아래
와 같다.
첫째, 부품 수급 관점에서 대다수의 리콜이 리콜 개시

초기에 30%정도의 시정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품 조달
계획을 초기 최소 30%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U-Axx, 
RL-Axx 밑 RU-Axx 유형 리콜 케이스의 경우 엔진, 터
보챠저, 타이밍 체인등과 같이 고객들이 리콜에 따른 운
행 안전성에 대해 인지성이 높고, 대상대수가 만대 이상
의 대규모 , 화재등과 같은 치명성이 높아 언론 노출이
많고 정부의 정책강도가 강한 리콜 케이스의 경우 피크
점의 높이가 30% 이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품수
급을 리콜 초기에 더욱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U자의 리콜 유형은 전체 고객의 리콜 반응이

낮거나 부품 수급 공급의 문제로 리콜 성과가 저조한 경
우 관리 감독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런
종류의 리콜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콜 안내 고객 통지문의 재발송, 기업주도의 적극적 예
약 서비스 활동 및 Pick up and delivery 서비스등과 같은
비대면 고객 편의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리콜 차량의 서
비스 입고를 증가시켜 리콜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L-xxQ ,RL-xxQ, RL-xxQ의 리콜 유형은 출시후

경과 기간이 3년 미만의 짧은 신차 리콜로써 시정율의
80%가 10개월 이내 완료되기 때문에 출시후 경과 기간이
긴 노후 차량보다 리콜속도가 빠르다. Rupp and Taylor 
[18]의 연구에서 신차 리콜의 경우 기대수명이 길고 보증
수리등과 연결 수리가 가능하므로 시정율이 노후 차량 보
다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차 리콜케이스의 경우 부품
수급을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보증수리나 무상소모품 교
환 서비스등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
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고객주도 리콜 케이스의 경우인 L-xxS 유형은

리콜 개시 초기 고객 반응률이 높으나 이후 리콜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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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져 수요곡선의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일반적 패턴이
다. L-xxS의 경우 전체 36케이스 중 18케이스 50%이다. 
전상민[12]의 연구에서 분류한 고객 유형의 결과 자동차
리콜의 경우 적극대응형이 30%이며 무관심형의 52% 결
과와 유사한 결론이다. 그러나 리콜 성과가 고객의 안전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은 리콜 
초기 높은 시정율 후 시정율이 하락되기 전 고객 중심적
편의성 제고, 복잡한 프로세스의 단순화, 고객 입고유도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입고유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자동차 산업의 내,외부 여건으로 인하여 리콜

건수 및 대상대수가 증가하여 리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리콜이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 방문 고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비 서비스 시설이 부족할 가능성 높다. 자료에 의
하면 수입자동차 상위 7브랜드의의 서비스 센터 1곳당 평
균 4,910대의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서비스 센터 1곳
당 평균 2,710대의 차량을 수리하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에 비해 정비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30]. 따라서 단기적
으로 는 서비스센터 주도의 정비 예약을 통한 수요 분산, 
리콜전담 인력과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
영을 통한 서비스 시설의 공급량 향상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네트워크 증설을
통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리콜 수요 패턴과 ARIMA 모형을 활용한

부품 수요 예측 적용에 관한 연구로써 ARIMA 모형을 추
정하였다. ARIMA 모형은 ARIMA(1,0,0), ARIMA(0,0,1), 
ARIMA(0,0,0) 등 3개의 모형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ARIMA 
모형은 리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정된 ARIMA 모형은
모든 리콜 패턴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리
콜 패턴에 대한 예측 모형으로서 ARIMA 모형은 매우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의 ARIMA 모
형은 리콜 패턴에 따른 부품 수요 예측 모형으로서 적합
하며 향후 자동차 리콜의 발생 시에 부품 수요 패턴에 따
라서 해당되는 ARIMA 수요 예측 모형으로 예측 가능하
며 부품의 일시적인 공급차질, 서비스 시설 부족 및 이질
적인 고객의 리콜 반응으로 인한 공급혼란(Disruption) 발
생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의 회복(Resilience) 프로그램의
ARIMA 수요 예측 모형은 타당하고 유용한 것으로 밝혀
졌다. 추정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12가지 리콜 패턴
을 적용하면 효율적 부품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5.2 논의 및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자동차 리콜 패턴 분석과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리콜 부품의 예측을 통한 효율적 부품 조달 전

략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 사용된 자료가 특정 회사의 자료에만 국한되어 패
턴 분석 결과를 전체 시장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입 자동차 회사
를 몇 개 더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리콜 수요 패
턴을 도출하고 전체 시장에 적용 가능한 패턴 분석을 실
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리콜 수요 예측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원래는 개발 데

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지만 자동차
리콜 기간이 짧고 동일한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등 데
이터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데이
터를 확보하여 모델을 검증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4개의 리콜 수요 패턴과 ARIMA 

모형의 추정은 향후 리콜 수요 예측 모형의 개발을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ARIMA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
로 향후 ARIMA 모형을 적용하여 리콜 수요 패턴에 따
른 정교한 리콜 수요 예측 모형 개발 및 수요 예측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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