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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 시장에서 리콜이 반복적으
로 발생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기
업들은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영향으로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리콜 사태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3사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적
기 때문에 시사점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요타, GM, 폭스바겐 3사의 공통적인 리콜사태의 원인은 과도한 성장과 혁신의 추
구, 기업의 독특한 구조와 기업문화, 자동차구조 복잡화에 따른 규제 강화, 기업의 무책
임한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리콜사태가 자동차업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혁신 추구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리콜사
태는 각국의 시장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품
질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가절감과 품질 유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
다. 넷째, 문제 발생 시 자동차업계의 대응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문제를 감추고 숨
기려는 노력보다는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도요타, GM, 폭스바겐, 리콜, 위기 원인, 기업 대응, 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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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의 국제청정교통위원회 소속 연구원들은 웨스트버지이나대에서 대체연료를
연구하는 대기공학자들과 함께 ‘클린 디젤’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하여 2,000km
를 주행하면서 배기가스를 검증하였다.
주행 실험결과 폭스바겐1)제타에서는 법적 제한치의 35배, 파시트에서는 2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보고됐다. 이 실험
을 계기로 2015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달리던 폭스바겐 그룹이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고 추락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 디젤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 도요타와 GM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업계 ‘빅3’가 모두
미국에서 실패한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회사 차량의 판매금지가 추진
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 그룹이 부담하게 될 재정적 손해는 아직 예측단계
이지만 벌금을 포함해 최대 652억 달러로 추산됐다.2)
도요타의 가속 페달 문제, GM의 엔진 결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동차업계의 경쟁격화ㆍ자동차 구조의 복잡
화ㆍ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및 자동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고성능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
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업체 외에도 배터리 등 부품제조업체ㆍ
IT기업ㆍOEM기업 등 유수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
타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장기적인 에너지 문제, 기
술 혁신 및 융합,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자동차의 의미, 자동차 생산 기업의
역할, 자동차산업의 구조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Volkswagen은 폭스바겐 혹은 폴크스바겐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폭스바겐’으로
표기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므로 이것을 이용하였다.
2) SK 증권, “폭스바겐의 무리수,” 업종리포트, 2015.10.1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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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 GM, 폭스바겐
의 리콜 사태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자동차 리콜 및 자동차산
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사례를 정리
하고 위기 원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회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3사를 동
시에 분석한 연구는 적기 때문에 위기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자동차산업의 현황

1. 자동차산업의 현황
자동차산업은 반도체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과 생산의 유발 효과가 큰 국가 기간
산업으로써 각 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은 동력전달/저
장, 구조/소재, 제어/운용 및 교통/관제 관련 제품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중소
기업청, 2013)
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기
반으로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과 전기장치부품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생산 공
정을 거쳐 만들어진 2~3만 여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복합 기술집
약적 산업이다.(kind.krx.co.kr)
자동차 관련 산업의 구조를 보면 생산단계에서는 부품ㆍ설비ㆍ기계공업 등이 관
련되고, 유통단계에서는 금융ㆍ도소매업ㆍ광고ㆍ보험업 등이 관련되며, 이용단계에
서는 석유화학ㆍ교육ㆍ운송ㆍ레저ㆍ의료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은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써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가 매우 높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증감률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로 2007
년 7,448만대에서 2008년에는 7,183만대, 2009년에는 6,243만대로 2년간 연평균 생
산량은 8.3%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7,859만 대, 2011년 8,101만대에서 2014년
8,975만대까지 874만대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신흥국 시장
- 27 -

｢경영사학｣ 제32집 제1호(통권 81호)

2017. 3. 31, pp. 25~54

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에 기인한다.
<그림 1>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각 년도 자료.
주) 중대형상용차 포함

국내 자동차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2009
년 총 생산량은 351.3만대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 후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평균 32.6%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465.7만대를 생
산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정부의 노후 자동
차 교체 지원 제도 시행과 신 모델 투입 및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결과로 보
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신
흥국 시장의 경제 성장 정체, 소비심리 위축, 신차 효과 약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다시 한번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은 인기 모델의 신차 출시, 개별소비세 인하, RV 수요확대 등에 기인한 수
요확대로 2013년도 생산량보다 4,000대 상승한 452.5만대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
는 456.3만대를 생산하여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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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각 년도 자료.
주) 해외 생산 및 판매 제외

자동차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317.1만대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후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 동유럽 및 중남미 시장 등
일부지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에는 308.9만대, 2014년에는 306.3만대를
기록하여 2012년 최고 수출 실적 대비 3.4%(10.8만대) 감소하였다. 2015년도 수출실
적은 297.4만대로 2014년도보다 2.9%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
지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둔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5년 국내 자동차생산은 456만 대로 세계 5위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2000년에 311만 대를 생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
수로는 145만 대, 비율로는 43.6%가 증가한 실적이다.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65%에
달하는 297만 대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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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당연히 국민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이하에서는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3%, 2010년 3.3%,
2011년 3.8%, 2012년 3.8%, 2013년 3.1%, 2014년 3.1%로 단일 산업 기준으로는 가
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183만
명 정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고용인원 2,507만 명의 7.3%에 해당된
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35만 6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2.7%와 1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전략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2015년 국내공장 생산
량의 약 69%인 297만대를 수출했다, 그리고 2015년 수출액은 713억 달러로 전 산업
의 수출액 중에서 13.5%를 차지했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59억 달러로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세수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다. 하능식 외(2015)는 자동
차 관련 세금을 37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과 비교하면
1.3%p 하락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약 14.7%를 차지한다.
<표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전체

자동차산업

비중(%)

비고

고용(만명)

2,507

183

7.3

2013년 기준

생산액(조원)

1,489

190

12.7

2014년 기준

부가가치액(조원)

485

58

12.0

2014년 기준

수출액(억달러)

5,288

713

13.5

2015년 기준

세수(조원)

255

37.3

14.7

201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하능식 외(2015)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5사인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의
평균치와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도요타, GM, 폭스바겐 3사의 경쟁력을 1인당
평균임금,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생산 대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
등을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인당 평균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국내 자동차 5개 기업의 평균 인건비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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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만원3)으로 폭스바겐 9,062만 원, 도요타 8,351만 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평균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 자동차 5개 기업의
평균은 12.4%로 폭스바겐 10.6%, 도요타 7.8%보다 가장 높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국내자동차산업의 평균 인건비는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
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
게 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자동차 5개 기업의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6.6%에 이르고 있다.5) 이러한 상승은 GM 0.1%, 폭크스바겐 -0.4%, 도요
타 -6.6% 등 경쟁사들의 인건비가 거의 변동 없거나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표 2>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 비교

*자료 : 조선일보, 2015.9.9.

국내 자동차 업계의 1인당 매출액은 7억 4천여만 원으로 도요타 15억 9440억 원
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4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분석 보고서에서는 2014년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240만원으로 발표. 소득 상위 10% 이상(10분위)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28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소득의 2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비상장 기업인 한국GM은 1인당 인건비를 공개하지 않음
5)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임금상승률은 4.4%.
(김복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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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GM 9억 6789만 원, 폭스바겐 8억 5712만 원 보다 낮은 수
준이다. 그리고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생산 대수를 살펴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평
균은 37대로 도요타 93대의 40% 정도 수준이며, 폭스바겐 57대 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6.4시간으로 도요
타 24.1시간, GM 23.4시간 보다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연
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50%씩 할증 임금을 주고
있다. 반면에 도요타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25%, 휴일근무는 30% 수준이고 폭스
바겐은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는 가산율을 없앴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1인당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국내 자동차 업계
는 4,122만 원으로 도요타 9,823만 원의 41% 정도 수준이며 GM 6,322만 원의 65%
수준으로 낮지만 폭스바겐의 2,884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리콜의 개념과 파급효과
리콜은 제조업체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무상으로
점검해 주거나 제품 자체를 교환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즉,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ㆍ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제품 전체를 회수
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리콜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사람의 수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
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한 뒤 소환하여 해당 제품을 점검ㆍ교환ㆍ수리한다는 점
에서 예기치 못한 개별적 결함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인 애프터서비스와 구별된
다.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우원식, 2001)
리콜제도의 유형은 ‘사전적인 리콜’과 ‘사후적인 리콜’로 구분되고, 리콜 시행 주체
에 따라 서는 ‘자진리콜’과 ‘강제리콜’로 구분된다.(박문수, 이경희, 고대영, 2011) 사
전리콜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제품의 검사
또는 리콜 감독 기관의 조사를 통해 제품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에 들어가
는 경우를 말한다. 사후적리콜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행하는 시정조치
를 말한다.(공미영, 2013, Rupp, N. G., & Curtis, R. T. 2005)
자진리콜은 규정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기업 스스로 결함이 발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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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리콜은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자진리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정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부
과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 중 92%가 자발적인 리콜
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http://blog.naver.com/00dkkang/100023643548)
자동차 리콜제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수입 기업이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
지하는 제도이다.(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홈페이지 자료, http://korealand.tistory.com)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자동차 리콜제도는 크게 안전과 관련된 리콜과 배기가스
와 관련된 리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안전과 관련된 리콜제도는 자동차관리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다. 31조에서는 자동차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
차의 제작자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을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가스와 관련된 리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는 배출가스
보증기한내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 부적합 할 경우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사에 있다고 인
정될 때 당해 차종에 대해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
함이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행
해지는 자동차 리콜제도는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발생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방차원의 점검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http://www.haedongauto.com/autoshop)
자동차리콜제도가 시행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자동차와 수입자동차의 리
콜현황은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자동차는 575종에서 9,413,178
대, 수입자동차는 2,219종에서 721,642대가 리콜되어 전체적으로 10,134,720대가 리
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1992, 1996년에는 수입자동차 리콜이 없었으며, 1996년에는 국내자동
차 리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자동차는 2002년과 2004년에 백
만대가 넘게 리콜되었고, 수입자동차는 2014년부터 1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5
년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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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자동차 리콜현황
연도

국내자동차
차종

수입자동차

대수

차종

계

대수

차종

대수

2016

18

329,238

203

60,027

221

389,265

2015

33

769,045

470

247,861

503

1,032,906

2014

32

733,175

403

136,695

435

869,870

2013

34

981,298

161

55,853

195

1,037,151

2012

47

165,919

141

40,329

188

206,248

2011

15

223,353

181

45,305

196

268,658

2010

18

226,452

119

44,453

137

270,905

2009

25

146,148

49

12,687

74

158,835

2008

94

97,878

53

8,108

147

105,986

2007

7

41,751

66

14,561

73

56,312

2006

23

133,907

54

9,295

77

143,202

2005

45

843,863

70

11,589

115

855,452

2004

40

1,357,056

75

12,869

115

1,369,925

2003

31

630,936

27

3,322

58

634,258

2002

39

1,290,690

36

3,838

75

1,294,528

2001

28

565,107

7

635

35

565,742

2000

18

550,118

33

2,726

51

552,844

1999

12

107,839

28

3,491

40

111,330

1998

6

72,366

26

5,169

32

77,535

1997

5

30,619

8

1,891

13

32,510

1996

0

0

2

45

2

45

1995

3

90,696

7

893

10

91,859

1993

1

8,524

0

0

1

8,524

1992

1

1,100

0

0

1

1,100

계

575

9,413,178

2,219

*자료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
1994년도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표시안함.
2016년 자료는 집계중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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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동차의 품질은 좋아지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과거보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
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고급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회사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Hoffer, G. E. 2002)
자동차리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복잡해지고 경쟁
이 심화되는 등 리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첨단 전자제어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가 기계에서 전자
제품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오류나 잔고장이 증가하는 것도 리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라인과 부품을 공유하고 있
는 점도 리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부품과 엔진
등을 공유한 다른 차량도 리콜 대상에 오르게 된다. 2013년 현대차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품과 엔진 등을 공유한 기아차의 리콜도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것도 리콜이 많아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와 자동차를 조립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완성
차업체가 개별부품의 품질을 모두 관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쟁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신차를 내놓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신차 출시주기가 짧아졌다. 가격경쟁까지 치열해져 적
은 연구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신차를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콜에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부품교체나 수리비 등 직접
비용과 함께 이미지 손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간접비용 등도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가치도 하락하게 된다(Chu, T. H. and Che-C .L. and Larry J. P. 2005).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차량결함을 숨길 경우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과거보다 적
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콜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이 리콜에 따른 각종 부담보다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Teratanavat, R., Victoria S. and Neal. H. H. 2005).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생산한 후에 리콜로 신뢰를 회복하려
는 노력을 보이는 것보다는 결함이 없는 차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리콜대수와 시정율 현황은 <그림 3>

- 35 -

｢경영사학｣ 제32집 제1호(통권 81호)

2017. 3. 31, pp. 25~54

과 같다.
2010년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리콜 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산
차의 리콜 시정율은 수입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자동
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콜에 나서는 한편 리콜 시정율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대상 대수 및 시정율

*자료 : 국토교통부 각 년도 자료
*리콜 시정율은 리콜 대상 자동차 가운데 조정, 수리, 교환비율

Ⅲ. 자동차 3사의 위기 역사

1. 자동차 3사의 사례
1) 도요타자동차
도요타자동차(이하에서는 도요타)는 2007년에 시작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
각된 사상 최대의 리콜사태 때문에 자동차 생산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도요타는 2007년 바닥매트 교환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가속페달 문제 등으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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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와 대상 차종이 확대되었다. 2010년 2월에는 전 세계에서 리콜한 차량 및 수리
대상은 1,000만대가 넘었다.
구체적으로 도요타의 리콜 사태는 2009년 8월 미국에서 ‘렉서스 ES350’차량을 운
전하던 중에 가속페달이 매트에 걸려 급가속 상태가 발생하는 결함이 나타나면서 시
작되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리콜이 시작되었고, 대상 차종과
결함 부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도요타 자동차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
SUA)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급발
진은 정지 상태나 저속 상태, 정속 주행 상태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대개 제
동 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지,
자동차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 결함인지는 논쟁 중에 있다.(위키백과)
2007년부터 시작된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은 바닥매트리콜, 가속페달리콜, 브레이
크 잠김 방지 장치 리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도요타 리콜사태 관련 주요 일지
일자
2007.09.26
2009.11.02
2009.11.26
2010.01.21
2010.01.27
2010.01.29
2010.02.08
2010.02.12
2010.04.16
2010.04.19
2010.04.28
2010.05.21
2010.07.05
2010.07.29
2010.08.28
2011.02.22

내용
캠리, 렉서스 ES350 차량 55,000대의 바닥매트 교환
캠리, 렉서스 등 380만대 리콜
바닥매트 리콜을 추가로 실시하여 420만대로 리콜 증가
가속페달 결함으로 230만대 리콜
바닥매트 문제로 110만대 리콜
가속페달 문제로 유럽과 중국에서 180만대 리콜
잠재적 브레이크 튜브 문제로 캠리 2010년 모델 7,300대 리콜
프리우스 모델의 브레이크 문제로 43만 6천대의 하이브리드 리콜
전륜구동축 결함으로 2010년 모델 4WD타코마 트럭 8,000대 리콜
스페어타이어 고정장치 결함으로 1998-2010년 형 시에나 60만대 리콜
안전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2010년 모델 프라도 21,000대,
렉서스 GX460 SUV 13,000대 리콜
안전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2003년 모델 세콰이어 5만대 리콜
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2010년 LS를 일본에서 4,509대,
미국에서 7,000대 리콜
밸브스프링 문제로 크라운, 렉서스 모델 27만대를 전세계에서 리콜
조향장치 부품 교체를 위해 아발론, 렉서스 LX470s 412,000대를 리콜
엔진제어모듈 문제로 2005-2008년 사이에 생산된 코롤라, 매트릭스 차량
113만대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
가스페달 문제로 미국에서 217만대 리콜

*자료 : 도요타 리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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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요타가 리콜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래 그림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도요타자동차는 936만대를 생산하면서 1위 GM과의 격차를
3000대 내외로 추격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2008년에는 897만대를 생산
하여 GM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에 2010년에는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해 1000만대
를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1년 초반까지 이어진 리콜사태를 극복하고 2012
년에는 적극적인 경영혁신의 결과에 힘입어 다시 자동차 생산 1위 자리를 차지하였
다. 2014년에는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희망하는 1000만대 생산 업적을 달성하였다.
<그림 4> 도요타자동차의 연도별 상황

*자료 : 조선일보, 2015.10.5.

도요타는 리콜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법무부와 12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그리
고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6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 외에도 리콜하는데 24억
달러의 금액이 발생했고, 이러한 명시적인 금액 외에도 도요타에 대한 이미지가 추
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요타 리콜사태에 포함되었던 차종, 연식, 문제 내용,
리콜대수,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8 -

양성국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위기역사와 시사점

<표 5> 도요타 리콜사태 관련 내용
차종
코롤라, 라브4,
매트릭스, 벤자
캠리, 툰드라
아발론, 타코마
하이랜더, 프라도
세콰이어

연식
2009-2010년
2007-2010년
2005-2010년
2010년
2008-2010년

이슈
바닥매트,
가속페달,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리콜차량대수

1,200만대 이상

비용
벌금 12억 달러,
소비자비용
16억 달러 등
총 52억 달러

*자료 : 도요타 리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 GM
GM은 2014년 2월 점화스위치(ignition switch) 결함으로 160만대 리콜을 실시하였
다. 이후 에어백 결함, 브레이크, 변속기 불량, 계기판 위험, 램프 결함 등으로 리콜
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리콜대수는 3,200만대를 넘고 있으며, 1년간 리콜
비용만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은 단가 600원 짜리 점
화스위치 불량으로 대략 20조원이 넘는 비용을 날린 셈이다.
점화스위치는 수동으로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걸 때 이용되는 부속들을 말한다.
점화스위치 결함은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점화스위치가 저절로 움직인 결과 엔진이 꺼
지는 현상을 말한다. 엔진이 꺼지게 되면 제동 및 변속기 조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GM의 리콜은 점화스위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점화스위치와 관련되는 에
어백, 브레이크, 변속기, 계기판 등이 문제되면서 확대되었다. GM 리콜 사태와 관련
된 주요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GM 리콜사태 진행 일지
일자
2014.02.13
2014.02.25
2014.03.17
2014.03.28
2014.04.10
2014.05.15
2014.06.16

내용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Cobalt, G5s 등 77만대 리콜
2006-2007년식 HHR, Solstice, 2003-2007년식 Ion, 2007년식 Sky 등
74만대 리콜
6개 차종의 동력조향장치(power steering)결함으로 미국 내 130만대를
포함하여 150만대 이상 리콜
Cobalt, HHR, G5, Solstice, Ion, Sky 등 82만대 리콜
키고정장치(ignition lock cylinder) 결함으로 220만대 리콜
브레이크 램프 결함 포함하여 270만대 리콜
점화스위치 이상으로 전체 3,200만대 이상 차량 리콜 발표

*자료 : www.npr.org, "Timeline: A History of GM's Ignition Switch Defect"
: GM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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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M이 리콜사태에 직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래 그림에서 연도별로 살
펴보면, GM은 1929년 이후 2007년까지 79년 동안 자동차 생산 1위를 차지해 왔다.
2008-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파산위기와 함께 생산량 1위 자리를
도요타에 내주게 된다.
2011년에 도요타 리콜 사태로 도요타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는 동안에 903
만대를 생산하여 1위 자리를 차지하였고, 2014년 리콜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992
만대를 생산하여 1,000만대 생산에 근접하게 된다. 리콜 사태의 후유증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생산량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5> GM 자동차의 연도별 상황

*자료 : 조선일보, 2015.10.5.

GM 리콜 사태는 2014년 5월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벌금 3,50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형법소송 사건에 9억 달러, 민사소송 사건에 5억 7,500억 달러, 기금적
립으로 6억 2,500억 달러를 부담하였다. GM 리콜 사태에 포함되었던 차종, 연식, 문
제 내용, 리콜 대수,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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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M 리콜사태 관련 내용
차종

연식

Buick Lucernei

2006-2011

Buick LaCrosse

2005-2009

Cadillac CTS

2003-2011

Cadillac DeVille

2000-2005

Cadillac DTS

2006-2011

Cadillac SRX

2004-2006

Chevrolet Camaro

2010-2014

Chevrolet CoBalt

2005-2010

Chevrolet HHR

2006-2011

Chevrolet Impala

2000-2014

Chevrolet Malibu

1997-2003

Chevrolet
Malibu Classic

2004-2005

Chevrolet
Monte Carlo

2000-2007

Pontiac G5

2007-2010

Pontiac Slostice

2006-2010

Pontiac Grand Am

1999-2005

Pontiac
Grand Prix

2004-2008

Saturn Ion

2003-2007

Saturn SKY

2007-2010

oldsmobile Aero

1999-2004

oldsmobile Intrigue

1998-2002

이슈

점화스위치,
에어백,
계기판위험,
변속기,
브레이크,
램프결함 등

리콜차량대수

비용

3,200만대 이상

벌금
9억 달러,
소송비용
13억 달러 등
총 50억 달러

*자료 : www.gmignitionupdate.com와 GM 리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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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스바겐
폭스바겐 자동차의 리콜사태는 2013년 미국의 비영리환경단체인 국제청정교통위
원회(ICCT :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가 웨스트버지니아대학
배출가스 연구팀(CAFEE : Center for Alternative Fuels Engines and Emissions)과
공동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된 대표적인 디젤차종인 폭스바겐의 제타, 파시트, BMW
X5을 대상으로 실제 주행 중인 상황에서의 배출가스 측정실험을 진행한 결과에 기
초하여 시작되었다.
실험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디젤 엔진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결과는 실험팀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왔는데, 테스트를 통과한 모
델은 BMW X5 뿐이었다.
ICCT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미국 환경청(EPA :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과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 통보했고, 미국 환
경청이 공식적으로 폭스바겐 자동차의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폭스바겐이 시행한 배출가스 조작방법의 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폭
스바겐은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
작하는 차단장치(defeat device)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 Electronic Control Unit)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핸들의 위치, 속도, 엔진 가동시간, 대기압 등의 정보를 분석하
여 자동차가 실험중인지 일반 주행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소프트웨어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일정하고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며 대기 압력에
변화가 없으면 테스트중인 상태로 인식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
켜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한다.
반대로 실제 운행 중인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는 저감장치를 차단해 기준치의
10-40배의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대신에 자동차의 운행 성능을 향상시키게 한다. 배
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 폭스바겐의 디젤차들은 다른 차들에 비해 높은 연비로 소비
자의 호응을 받았다.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된 미국 내 판매모델들은 제타, 골프, 비틀, 파시트, 아우디
등으로 500만대로 예상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1,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배출가스 수치 조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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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폭스바겐 리콜사태 진행 일지
일자

내용

2015.09.18

마국 환경청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프로그램 조작 적발

2015.09.19

2009-2015년 생산 모델 48만 2천대 리콜 명령,
환경법 위반 혐의로 최대 180억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성 제기

2015.09.20

해당 차종 미국 내 판매중단 선언

2015.09.22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저감장치 탑재 자동차는 전세계 1,100만대 인정

2015.10.02

폭스바겐 영국법인 신차 4천대 판매 중단

2015.10.06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 EU에만 8백만대 시인

2015.10.07

2016년 1월부터 리콜 공식 발표

2015.10.12

폭스바겐 중국에서 리콜 시작

*자료 : 폭스바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9월 25일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의 조
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 소송이 제기되
기 시작했고,

2016년 2월 19일에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수수색하였으

며, 2016년 7월에는 판매중지와 인증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은 1,800억에서 3,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정부는
서류 조작으로 불법 인증 받은 폭스바겐 차종들에 대해 정부가 인증 취소 및 판매정
지 처분을 확정하고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측은 개정된 대기환경보
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판매를 스스로 중단하면서 과징금은 개정되
기 전 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 자동차가 리콜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래 그림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폭스바겐 CEO로 취임한 마르틴 빈터코른은 세계 자동
차 생산 1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8년 스카니아, 2009년 포르쉐를 인수하면서 생
산량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2014년에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꿈으로 생각하는 1,000
만대를 넘어1,014만대를 생산하면서 도요타 자동차와 9만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추격하게 된다. 2015년 상반기에는 1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 43 -

｢경영사학｣ 제32집 제1호(통권 81호)

2017. 3. 31, pp. 25~54

<그림 6> 폭스바겐자동차의 연도별 상황

*자료 : 조선일보, 2015.10.5.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
다. 우선 미국에서는 180억 달러의 벌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럽은 2.0리터 이하 디젤 엔진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
스바겐 리콜사태에 포함된 차종, 연식, 문제 내용, 리콜 대수,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표 9> 폭스바겐 리콜 사태 관련 내용
차종
Jetta
Jetta Sportwagen
Beetle
Beetle
Convertible
Golf
Golf Sportwagen
Passat
Audi A3

연식
2009-2015
2009-2014
2005-2010
2012-2015
2010-2015
2015
2012-2015
2010-2015

이슈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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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차량대수

1,100만대
이상

비용

미국 벌금
180억 달러 등
총 예상비용은
65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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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폭스바겐 리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리콜 예상비용은 SK 증권, 폭스바겐의 무리수, 2015.10.13를 참고하였음
: 크레디트스위스는 폭스바겐 사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782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동아일보, 2015.10.10)

2. 위기 원인
도요타, GM, 폭스바겐 3개 회사의 리콜사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생산하
는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데 있다. 즉,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잘 지키면서 생산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친환경기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클린 디젤 기술이
신뢰를 잃게 될 때, 앞으로 출시되는 차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리콜 사태의 원인은 과도한 성장과 혁신의 추구, 기업의 독특한 구조와 기업문화,
자동차구조 복잡화에 따른 규제 강화,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자동차업계의 경쟁격화,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4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과도한 성장과 혁신 추구
자동차업체들은 성장 및 혁신(박영렬, 김필수, 2015)을 통하여 자동차 생산 1위 자
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 원가 절감, 글로벌 생산을
위한 현지화 정책(권오현, 권오정, 김진수, 2014) 등을 이용해 생산량 확대를 시도하
였다.
문제는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공용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인력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또한 자동차 생산
시설을 글로벌화하면서 부품들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도 균일한 품질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이현수, 오원정, 2016)
그리고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을 상쇄하면서 원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했
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성장추구와 혁신 추구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과도한 원가 절감 추구, 부품 공용화 및 아웃소싱, 급격한 현지화 생산 정책
추구 등의 과정에서 한 가지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품을 이용한 자동차
의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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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와 기업문화
도요타, GM, 폭스바겐 3사가 갖고 있는 기업구조와 문화도 리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사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위기의 징후가 사전에 나타났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은폐, 부인, 기만하려고 했다는데 있다.
도요타는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고품질, 저비용을
목표로 하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모든 차종에 적용하여 생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 자만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폐쇄적 조직문화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기 보다는 계속해서 상황을 좋은 쪽으로 판단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
다. 즉 제기되는 문제들을 소비자들의 입장보다는 회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하
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리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GM은 ‘결함(defect)’, ‘문제(problem),’ '위험한(dangerous),' '끔찍한(terrifying),' '지
독한(horrific),' '(사악하다고 할 만큼)유해한(evil),' ‘나쁘다(bad),’ ‘죽음의 함정
(deathtrap),' '매우 위험한 일(widow-maker)' 등과 같은 단어를 금기어로 정해 직원
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4,5.1)
이러한 교육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만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것은 GM이 내부적
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
려는 면피 성향의 기업문화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스바겐의 지배구조는 오너 경영, 정부 지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섞여 있으면
서 감독위원회와 이사회란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기업경영
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기업 경영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독위원회 구성인원 20명 중에서 근로자와 노조 대표가 10명
으로 가장 많다. 즉 노사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지배구조이다.(동아일보,
2015,10,10)
그러나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근로자 측 대표들이 1/2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가 은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요타의 관리능력상의 문제, GM의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시스템, 폭스바겐의 노사공동경영 등의 독특한 구조가 결함을 은폐하나가 결국은 리
콜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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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구조 복잡화에 따른 규제 강화
최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고연비, 고성능 자동차를 개발하면서도 안정성과 편의
증대를 위해 엔진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각종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자동차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각국의 시장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리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ECU)는 엔진제어모듈(engine control module,
ECM)이라고도 하는데, 엔진의 내부 움직임을 다양하게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를 말
한다. 이 외에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경감을 위한 능동형안
전시스템(Active Safety System)이 있는데, 전자식 주행안정장치(ESC :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타이어압력모니터링시스템(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차로이탈 경고시스템(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및 긴급자
동정지시스템(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은 운
전자의 운전 편의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장착한 첨단
안전자동차(Advanced Safety Vehicle, ASV)들은 사고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2012)
한편, 자동차구조의 복잡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
웨어의 행수이다. 자동차의 안전과 편리 증대를 위해 한 대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
체 소프트웨어의 행수는 1995년에는 50만 행(line)에서 2010년에는 3,000만 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병기 외, 2014) 이처럼 자동차관련 기술 향상에 따라 구
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각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리콜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
도요타, GM, 폭스바겐 리콜사태는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사는 결함이 공개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은폐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는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해
서 보이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작하였다. GM은 엔
진 결함을 10년 이상 은폐하고 있다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나자 결함을 인정하
고 리콜을 시행하였다.
폭스바겐은 도요타나 GM보다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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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하고 연비가 높아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배출가스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업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는 결국 소비자 및 규제 당국의 충격과
분노를 가져와 리콜 사태를 더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는 믿고 탈 수 있다는 신뢰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콜사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응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동차 3사는 품질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기업 전체의
경영리스크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시사점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리콜사태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적절한 혁신 추구와 지배구조 개선, 규제 강화 대응, 품질관리
강화, 기업의 대응방식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다.
첫째, 자동차회사들은 적절한 혁신 추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1위라는 양적 목표에 기초한 성장 및 혁신 추구는 품질과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절한 혁신 추구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시스
템이 관료화되기 시작하면 대기업병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 1위 기업도 품질이나 안
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한 순간에 커다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기초한 지배구조의 투명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리콜사태는 각국의 시장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즉 각국 정부는 배출가스, 연비, 안전규제 등에서 기준 및 심사 절차를 강
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리콜사태는 자동차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을 변화시킬 것이다. 소비
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 발생 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
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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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품질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도한 원가절감 요구는 품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품질 유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 유지에는 품질관리, 인재확보, 부품 아웃소싱 등의 기준도 동
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자동차업계의 대응 전략이 변화되어야 한다. 문제를 감추고 숨기려는 노
력보다는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 앞으로 자동차업계는 정부 당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리콜사태로 실추된 기업의 명예와 이미
지 및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즉 소비자를 위하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자동차 업계 빅 3의 리콜사태와 자동차산
업의 페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별화 전략이다. 자동차의 기본 성능은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회
사들은 안전 및 편의성을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자체
품질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카(Smart Car) 등의 지능화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과 같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동력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차원의 경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둘째, 협업화 전략이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벗어나 첨단 자동차로 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업체들은 ICT업계, 부품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와 협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시장 측면에서는 테슬라, 구글, 애
플 및 ICT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들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들이 기존에 추진해 온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한 전략은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의 융합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
가에 따라 생존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기술적 혁신 전략이다. 자동차에 첨단 기술들이 적용됨에 따라 부품 수는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 향상을 위한 경량화, 전기전자장비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들은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
차업계 내부에서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등 다른 산업의 첨단 기술
들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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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자동차산업은 반도체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과 생산의 유발 효과가 큰 국가 기간
산업으로써 각 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평균 32.6%의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465.7만대의 총생산량을
기록하였다. 2015년 국내 자동차생산은 456만 대로 세계 5위의 생산실적을 기록했
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액,
수출액, 세수액 등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생산국 시장에서 리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기
업들은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영향으로 판매 부진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도요타의 가속 페달 문제, GM의 엔진 결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동차업계의 경쟁격화ㆍ자동차 구조의 복잡
화ㆍ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및 자동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 GM, 폭스바겐 3개 회사의 리콜사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생산하
는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데 있다. 즉,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잘 지키면서 생산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 GM, 폭스바겐
의 리콜 사태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3사를 동시에 분석한 연
구는 적기 때문에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요타, M, 폭스바겐 3사의 공통적인 위기 원인은 과도한 성장과 혁신의 추구, 기
업의 독특한 구조와 기업문화, 자동차구조 복잡화에 따른 규제 강화, 기업의 무책임
한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리콜사태가 자동차업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회사들은 적절한 혁신 추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절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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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추구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리콜사태는 각국의
시장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품질관리 방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가절감과 품질 유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섯째, 문제 발생 시 자동차업계의 대응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문제를 감추고 숨
기려는 노력보다는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자동차업계는 정부 당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노력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리콜사태로 실추된 기업의 명예와 이미지 및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
다. 즉 소비자를 위하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위험도 최소화시키
는 길일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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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sis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oyota, GM
and Volkswagen*

Sung-Kuk Yang**

Abstract
The automotive industry is a key industry to lead the industry as the country's national
infrastructure is a big inducement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as well as the
semiconductor industry.
Recent automotive industry, while expan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high-performance vehicle development is promoting
innov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armakers are leading companies such as batteries,
parts manufacturers and OEM companies and IT companies are entering the market
appears a new business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oyota, GM, Volkswagen
recall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automobile industry. Although many
studies on individual company research, but analyzed with the three companies at the
same time are les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meaningful.
Recall has expanded in recent years the major car producing countries such as the
US market, Europe, Japan, Korea and China. The common cause of recall Toyota, GM,
Volkswagen can be summarized as excessive pursuit of growth and innovation, the
unique structure and corporate culture of the company, stricter regulations in the
automotive market, irresponsible corporate correspondence, etc.
The implications of Toyota, GM, Volkswagen recalls are as follow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governance with proper pursuit of innovation. Second, automotive
companies need to prepare for a strengthening market regulation. Third,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Fourth, the responses of the
automotive industry should be changed if a problem occurs.
<Key Words> Automotive Industry, Recall, Toyota, GM, Volkswagen,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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