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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UV 전문기업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의 기술과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은 SUV의 문을 열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SUV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SUV의 새 길을 열어온 쌍용자동차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SUV 명가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SSaNgYONg MOtOR, 
KOREa’s tRaIlblazER 
IN thE fIEld Of SU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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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장 최 종 식

글로벌 SUV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

업의 역사와 동행해 온 쌍용자동차는 독자 기술로 사륜구동차 시대를 열었으며 대한민국 최초 SUV 풀 라

인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통 SUV 명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최장수 브랜드인 코란도와 

함께 소형 SUV No.1 브랜드 티볼리, 대형 프리미엄 SUV G4 렉스턴으로 대한민국 SUV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글로벌 SUV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기업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와의 시너지 

제고는 물론,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모델들을 적극 출시해 차세대 SUV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본

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및 해외 현지 공장 설립 등 공격

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SUV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 관련 미래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까지 쌍용자동차에 한없는 믿음을 보여주

신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

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쌍용자동차의 미래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TO GREAT! 앞으로도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쌍용자동차의 미래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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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혁신, 고객 헌신, 프로세스 및 비

즈니스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

객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INNOVATIVE

혁신적인

주주,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를 존중

하고 신뢰하며 협력함으로써 동반성

장을 이루어내고 최상의 만족을 제공

하겠습니다.

REsPECTED

존경받는

한국기업으로서 전통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자

동차 회사’라는 위상을 드높이고 전 세

계로 뻗어 나아가는 진정한 글로벌 기

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OREAN

대한민국

MOST
INNOVATIVE & REsPECTED

KOREAN
AUTOMOTIVE COMPANY

VISION

COre PurPOSe COre VALue

CORPORATE PhIlOsOPhy

우리는 근본적인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통하여 인간 중심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된다.

·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일한다.

·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파트너와의 협력적인 관계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고객 중시

CUsTOMER FIRsT

·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  팀을 먼저 생각하고 상호 협력한다.

존중과 협력

REsPECT & 
COllAbORATION

·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한다.

·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행동한다.

·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변화와 혁신

INNOVATION

·  다양한 문화와 세계 시장을 이해한다.

·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보유한다.

글로벌 지향

GlObAl MIND-sET

·  정직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한다.

·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다.

원칙 중시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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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986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

차 업체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가 쌍용자

동차의 역사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버스

로 시작했던 회사가 국내 최초의 특수차량 

전문 기업을 거쳐 1983년, 최초의 민간 지

프 생산기술로 제작한 ‘코란도’를 탄생시켰

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SUV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장인정신

2005~2009

국내 최초로 자동차를 수출했던 명성을 유

지하고자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습

니다. 쌍용자동차는 확보한 SUV 풀 라인

업으로 유럽 SUV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

했고, 그 결과 선진 유럽 시장을 주력 수출 

시장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후 쌍용유럽부

품센터 설립 및 유럽대표사무소 개소로 글

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향한 도전과 역경

1987~1997

세계 최고 수준의 벤츠사와의 기술 및 자

본 제휴를 통해 종합자동차회사로서의 역

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중

앙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독자 

연구 개발체계를 구축하면서 SUV 전문기

업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륜구동 시대 개막

2010~2014

마힌드라 그룹과 전략적 M&A 이후, 글로

벌 기업으로의 새 출발과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

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 무대에 오르기 위한 여정을 시

작했음을 뜻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

1998~2004

쌍용자동차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로 끊임없이 새로운 자동차를 선보였습니

다. 첨단 디젤 엔진 개발과 세그먼트별 특

화된 SUV 제품을 출시, 풀 라인업을 구축

함으로써 SUV 대중화를 선도하며 SUV 

명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SUV 전문 브랜드 체계 구축

2015~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G4 렉스턴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

었습니다. 이제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신

제품을 통해 SUV 트렌드를 제시하며 차세

대 SUV 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차세대 SUV 시장을 선도

1988. 03.

1991. 02.

1993. 08.

1994. 06.

1995. 07.

1997. 10.

쌍용자동차㈜로 상호 변경

독일 벤츠사와의 기술 제휴

꿈의 사륜구동차 무쏘 출시

창원엔진공장 준공

소형상용차 이스타나 출시

대형승용차 체어맨 출시

2010. 11.

2011. 03.

2012. 01.

2013. 02.

2013. 08.

마힌드라 그룹과 M&A 

투자 계약 체결

코란도 C 출시

코란도 스포츠 출시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뉴 코란도 C 출시

2001. 09.

2002. 09.

2003. 12.

2004. 05.

2004. 09.

렉스턴 출시

무쏘 스포츠 출시

XDi 270 엔진 양산

로디우스 출시

창원 제2엔진공장 준공 

및 엔진 100만 대 생산

2015. 01.

2016. 03.

2017. 01.

2017. 05.

2018. 01.

2018. 01.

티볼리 출시

티볼리 에어 출시

뉴 스타일 코란도 C 출시

G4 렉스턴 출시

2018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렉스턴 스포츠 출시

1954. 01.

1976. 09.

1977. 02.

1979. 12.

1983. 02.

1986. 05.

하동환자동차제작소 설립

각종 특수자동차 생산 개시

동아자동차(주)로 상호 변경

평택공장 준공

KORANDO 상표 등록

코란도 일본 수출

2005. 06.

2005. 10.

2006. 04.

2006. 12.

2008. 07.

2008. 11.

카이런 출시

액티언 출시

액티언 스포츠 출시 

쌍용유럽부품센터 설립(네덜란드)

유럽대표사무소 개소(스페인)

유럽부품센터, 네덜란드 현지 2008 

최우수 물류센터로 선정

ssANGyONG MOTOR’s PATh
FROM PAST TO PRESENT

hIsTORy IN bRIEF



ssANGyONG MOTOR’s
Achievements

쌍용자동차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개척정신의 소산입니다.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UV 전문 자동차 회사로서 

SUV의 새 길을 열어온 쌍용자동차. 고객을 향한 진심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열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내 최장수 

모델 보유 korando
Guinness Book

1983년 탄생한 ‘코란도’ 브랜드가 

국내 최장수 모델로 국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SUV의 역사를 

이끌고 쌍용자동차를 SUV 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킨 코란도. 정통성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콘셉트 전환을 통해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syMC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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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No.1

브랜드 보유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no. 1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이 국내 소형과 

대형 SUV 시장에서 각 세그먼트 별 No.1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SUV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쌍용자동차는 2015년 티볼리로 국내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에서 안전성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 

G4 렉스턴으로 또 한 번 충돌안전성 5스타를 비롯하여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쌍용자동차의 제품개발철학을 입증했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구축

사회적 책임과 

약속 실천

쌍용자동차는 2010년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업계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3년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이후 노.노.사 

합의에 따라 티볼리와 G4 렉스턴 출시와 함께 회사를 떠났던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복직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SUV

대중화 시대 선도 suV Full Line-up

4TroniC
쌍용자동차는 독보적인 기술로 세그먼트별 특화된 SUV를 출시,

SUV 풀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SUV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SUV의 명가로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4TRONIC’ 시스템을 전 모델에 적용하여 SUV 풀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지속적

외형 성장 달성 ×42017
Sales

2009
Sales

2009년 이후 새롭게 도약한 쌍용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2017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수 판매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성장하며 SUV 전문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를 더욱 

확대해 SUV 명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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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쌍용자동차는 남들이 가지 않는 미지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어, 

SUV 분야의 파이어니어(Pioneer)가 되었습니다. 

선구자의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길만을 

걸어온 고집스러운 장인정신은 쌍용자동차의 근간이 

되었고, 대한민국 SUV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개척자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업체인 ‘하동환자동차제작소’가 쌍용자동차의 역사적인 출발점

입니다. 하동환자동차제작소는 당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버스의 최초 생산업체이자 최대규모의 생산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특장차 전문 생산업체인 동아자동차로 발돋움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

사를 선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SUV 태동기를 주도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동아자동차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시설을 확장하고 있었습니

다. 이후 하동환자동차제작소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본격적인 역사를 열었던 신진자동차 그리고 세계적인 지

프 명문 AMC(American Motors Company)와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거화’를 합병함으로써 사륜구동 지프형 

자동차 전문 메이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땅에 SUV의 

새 길을 열어온 

쌍용자동차

이제 세계를 향합니다

쌍용자동차는 한 발 앞선 제품으로 대한민국 SUV 시장을 리드해왔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코란도, 무쏘를 

개발하며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SUV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Korean can do(한국인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역사와 오랜 노하우로 진화한 SUV의 가치이자 쌍용자동차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 대표 SUV를 넘어 Global SUV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bRAN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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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장수 브랜드 ‘코란도’ 탄생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찾아온 중동 건설 붐은 디젤 엔진 사륜구동차의 특수를 불러왔고, 이는 코란도 브랜드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통해 코란도 브랜드를 처음 공개, 1983년 2월 

‘KORANDO’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면서 코란도 브랜드의 전설은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9인승 지프

인 코란도9 디럭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했고 당시 국산차 중 최초로 일본에 수출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만들어낸 브랜드

영국의 팬더(Panther Co., Ltd.)와 일본의 닛산디젤 등 해외 업체들과의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최

초의 왜건형 지프인 코란도 훼미리를 개발했던 쌍용자동차. 나아가 100년 전통을 지닌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벤츠사와의 자본 및 기술 제휴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 개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무쏘, 체

어맨 브랜드를 개발해 대한민국 SUV 및 최고급 대형승용차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벤츠사의 창업정신과 쌍용자동차의 장인정신의 만남이 대한민국 SUV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SUV 스페셜리스트

SUV의 정통성을 지키는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 코란도는 도심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레저에도 최적화된 패

밀리 브랜드로서 가족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형 SUV를 선도하고 있는 티볼리 브랜드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최고의 상품성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줄 변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플

래그십 대형 세단의 지평을 열었던 체어맨의 명성을 이어 받아 대형 SUV 시장을 개척한 렉스턴 브랜드는 2017

년 G4 렉스턴과 2018년 렉스턴 스포츠로 재탄생하며 SUV 시장에 또 한 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철학

Product Development Philosophy

디자인 철학 

Design Philosophy 

 디자인 철학 수상 실적

1997. 

2001. 07.

2004. 07.

2009. 06.

2015. 04.

2015. 12.

2017. 04.

2017. 12.

코란도, ‘한국산업디자인상’ 등 산업디자인상 연속 수상

렉스턴,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우수상 수상

뉴체어맨, 로디우스,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체어맨 W, 완성차 최초 ‘인간공학 디자인상’ 금상 수상

티볼리, 인간공학 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티볼리, 2015 굿디자인 상품 선정

G4 렉스턴,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G4 렉스턴, 굿디자인 국무총리상 수상

차별화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제품을 통해 고객이 특별한 즐거움과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미래의 삶에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쌍용자동차의 제품 개발 철학인 ‘ROBUST’, 

‘SPECIALTY’, ‘PREMIUM’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강건한 제품과 

강인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차별화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진정

성과 일관성 있는 고품격 제품을 개발해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철학 수상 실적

1994. 1996.

2000. 10.

2005. 08.

2006. 07.

2007. 07.

2008. 07.

2014. 01.

2015. 07.

2015. 12.

2017. 07.

무쏘, 2회 연속 영국 버밍엄모터쇼 사륜구동 부문 

‘최우수 자동차상’ 수상

코란도, 에너지위너 2001 수상

카이런, 에너지위너 2006 수상

렉스턴II, 에너지위너 2007 수상

뉴로디우스, 에너지위너 2008 수상

액티언, 에너지위너 2009 수상

뉴 코란도 C, 대한민국 그린카 어워드 수상

티볼리, 에너지위너 CO2 저감상 수상

티볼리, 2015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

G4 렉스턴,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 수상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에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원천은 자연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Nature-born 

3Motion’ 역시 대자연의 움직임이 주는 ‘웅장함(Dignified)’, ‘역동성(Dynamic)’, ‘경쾌함(Rhythmical)’을 모티브 

삼아 쌍용자동차만의 강인하고 고유한 캐릭터를 구현해 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자연이 전해주

는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bRAND PhIlOsOPhy

인간과 자연, 

기술이 조화된 

최고의 SUV를 만듭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확고한 제품 개발 철학과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는 쌍용자동차가 

영속적으로 추구해 갈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의 핵심이며, 쌍용자동차의 미래 비전 구현의 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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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랠리의 기록

1990~95

1994

1994

1995

1999

2008

2009

2012

2015

2017

2018

코란도, 키프러스 랠리 6년 연속 우승. 대한민국 최초!

파리-다카르 랠리에 출전한 코란도 훼미리 완주

무쏘, 파라오 랠리에 참가, 종합 2위 사륜구동 1위 기록

무쏘, 95년과 96년, 다카르 랠리에서 연속 상위 입상

코란도, 팜파스 랠리 개조차 부문 우승. 멕시코 바하 랠리 

사륜구동 1위 차지

중국 사막에서 열린 로브노르 랠리에서 액티언 1위 달성

장애인 드라이버 최초, 카이런으로 다카르 랠리 완주

코란도 C,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7,000km 완주, 스캔커버리 

대회 우승 차지

티볼리, 스페인 오프로드 랠리에 첫 출전, 이륜구동 우승 및 

종합 3위 차지 

티볼리, 바하 아라곤 레이스에서 사륜구동 랠리카로 우승

티볼리 DKR, 2018 다카르 랠리 완주

 대탐험의 기록

1987

1988

1990

1992

1993

1996

2003

2005

2014

2017

히말라야 종주 성공

중국대륙 종단 성공

양자강 탐험 성공

코란도 훼미리로 12개국, 1만 8천km 중남미 종단 대장정 

성공

무쏘로 120여 일간 12개국을 거친 아프리카 종단, 2만km에 

달하는 대장정 성공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로 3개월 동안 5만km의 남북극 

탐험에 성공

무쏘 스포츠로 15개국, 100여 도시를 거치는 아메리카 대륙 

종단 10만km 대장정 성공

렉스턴, 카이런으로 아메리카 대륙 종단, 2만km 완주 성공 

(록키/안데스 대장정)

뉴 코란도 C, 창립 60주년 기념 ‘용등중국 만리행’ 

복합시승행사 진행

G4 렉스턴, 동아시아에서 서유럽까지 8개국 23개 도시, 

약 1만 3천㎞ 유라시아 횡단 성공 

PIONEERING sPIRIT

위대한 모험, 

쌍용자동차의 오프로드 랠리 히스토리

1990.

코란도, 국내 자동차산업 사상

최초로 국제 랠리 우승

1994.

코란도 훼미리, 파리 다카르 랠리

국내 최초 공식 완주

1994.

무쏘, 파라오 랠리 참가, 

사륜구동 1위

1995.

무쏘, 다카르 랠리

2년 연속 상위 입상

1999.

코란도, 남미의 거친

 오프로드 장악

2008.

세계를 향한 질주, 

부활탄 쏘아 올린 액티언

2009.

카이런, 

다카르 랠리 완주

2012.

코란도 C, 북유럽 레이스에서

혹한 뚫고 우승

2015.

티볼리, 스페인 오프로드 

랠리 종합 3위

2017.

티볼리, 바하 아라곤 레이스 

사륜구동 랠리카 우승

2018.

티볼리 DKR, 

다카르 랠리 완주

극한의 한계를 넘어 지구 7바퀴, 28만km를 달리다

쌍용자동차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UV 명가로 자리잡았습니다. SUV에 대한 정통성

과 전문성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자사의 주력 모델을 내세워 다양한 랠리 및 탐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990년부터 

자동차 경주 대회인 ‘랠리’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완성차 회사로는 선구적으로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기록입니다. 또 1987년 히말라야 종주를 시작으로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탐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쳐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를 환산하면 약 28만km에 달하며 이

는 지구 7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자동차의 위상과 SUV 명가로서의 명

성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INNOvatOR
명품의 가치는 유구한 세월이 더해줍니다. 기술의 진보는 

끝없는 혁신이 가져옵니다. 브랜드의 성장은 오직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곳을 개척해 

스스로 ‘새로운 길’이 되었던 SUV 명가의 자부심을 지키고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명작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쌍용인은 

혁신의 땀과 노력을 켜켜이 쌓아 왔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라는 비전처럼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SUV 전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혁신 엔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 원칙의 혁신 생산체계 구축, 평택공장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지인 평택공장은 SUV 대중화의 산실로서 정통 SUV 프레임 차종부터 첨단 모노코크 

SUV까지 SUV 풀 라인업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내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라인 체계를 도입하여 시장의 수요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고효율의 생산체계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함께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을 접목한 고도의 혼류 생

산능력은 SUV 전문기업으로서 쌍용자동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엔진의 산실, 창원 엔진공장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고 있는 창원 엔진공장은 다기종 엔진의 혼류 생산이 가능한 고정밀도 생산라인을 갖추

고 있어 쌍용자동차 엔진과 리어액슬 및 실린더 헤드를 비롯한 핵심부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첨단 중앙통제 

엔진 생산시스템을 통한 최첨단 친환경 엔진을 생산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에 

12단계의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거치는 등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원칙이 서 있고 사람이 우선인 살아있는 생산현장 구현’이라는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과 고품질 제조 

철학을 실현하는 고유의 생산시스템, SPS(SsangYong Production System)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최적의 제조설비능력 유지 및 혼류생산체제 구축, 물류합리화 등 근본적인 효율 개선을 통해 

무결점 자동차 생산을 실현합니다.

최적의 제조 시스템으로 

SUV DNA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PRODUCTION/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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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장

면적 : 117,000m2

생산능력 : 연간 엔진 43만 대 

생산제품 : 엔진, 리어액슬

평택공장

면적 : 860,000m2

생산능력 : 연간 25만 대 

생산제품 : 완성차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으로 브랜드 가치 혁신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힘은 최고의 품질경쟁력에서 나옵니다. 쌍용자동차는 ‘고객우

선’과 ‘품질중심’의 경영을 통해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품질경영활동을 체

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 및 양산차 품질 혁신, 쌍용자동차 브랜드 가치 혁신을 통한 초기품질지수의 Best Class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SUV 전문기업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

없는 품질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더욱 단단한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통한 비전 실현

쌍용자동차는 ‘상생, 협력, 안정’의 노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향한 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공감대 형성으로 2010년 이후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가며 건강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

니다. 이처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의 토대가 갖춰져 있었기에 티볼리의 성공적인 출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와 공감을 이뤄낸 것은 노사와의 상생과 협력이 가져다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신뢰 회복은 회사 비전 실현의 첫걸음이자 쌍용자동차가 글로벌 SUV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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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의 전문 역량으로 정통 SUV 개발에 주력

쌍용자동차는 오랜 기간 축적된 SUV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하우를 최적화

해 줄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원들은 쌍용자동차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SUV 전문기업

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모델을 개발, 출시함으로써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

벌 SUV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 공유화를 추진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고효율의 차세대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단

계별 실행방안 구현에 R&D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만의 정통성과 DNA를 유지하면서

도 혁신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미래 제품 경

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VR(Virtual Reality) 기술 접목으로 고유 디자인 개발

쌍용자동차 디자인센터와 연구단지는 당초 분리되어 있었으나 기술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12년 연구단지 내로 디자인센터를 신축 이전, 연구·개발(R&D)과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의 기획단계부터 디자인과 연구개발 부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신차의 기술 및 스타일 결정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종합 디자인 스튜디오로서의 첨단시설을 모두 갖춘 디자인센터는 고품질 

해상도를 자랑하는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상의 실물 크기로 

보여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개발시간,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

하는 것은 물론, 쌍용자동차 특유의 디자인 감성이 돋보이는 신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의 화두인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

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세계적인 IT회사 구글

(Google)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커넥티드카 개발 연합 OAA(Open Automotive Alliance)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LG유플러스 및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테크마힌드라와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고 향후 3년 내에 커넥티드카 플랫폼의 공동개발 및 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쌍용

자동차는 정부의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부분 상용화 목표에 발맞추고자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연

구원과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티

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하는 등 개발에 더

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책과제로 진행해 왔던 전기차 선행연구 개발 역시 양산개발 계

획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개발을 거쳐 2020년 내에 양산 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커넥

티드카 플랫폼 구현은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등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

극 대응하고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혁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R&D TEChNOlOGy

쌍용자동차 연구소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추구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장인의 품격을 지닌 독보적인 제품력과 기술력으로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 SUV 역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기술, 오감을 뛰어넘어 더 큰 만족을 위한 감성기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기술은 쌍용자동차가 지향하는 기술정신입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열정,

100년 철학의 

명차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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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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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FUN TO DRIVE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안전은 자동차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 최고 

수준의 초고장력, 고장력 강판과 쿼드프레임 적용 등으로 탑승자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탑승자,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동차를 설계합니다.

운전의 재미를 더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자동차의 본질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개발된 4WD 시스템과 SUV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Fun to Drive)을 실현합니다.

고장력·초고장력 차체로 탑승객에게 무한한 신뢰를 줍니다

자동차의 차체는 탑승자를 외적인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체의 소재가 단

단해야 탑승자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강도가 높아지면 무게가 늘어

나기 마련입니다. 차체가 무거우면 연비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벼운 조건까지 갖춰

야 좋은 차체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일반 철판보다 인장 강도를 높인 고장력 강판과 이보

다 더 강도를 높인 초고장력 강판을 차체에 적용해 안전성과 경량화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티볼리 차체는 동급 최대 수준인 71% 이상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였고,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 또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르며, G4 렉스턴 역시 동급에서 가장 많은 81.7% 

고장력 강판을 적용하여 탑승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행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Body

강하지만 가벼운 ‘쿼드프레임’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동차 차체는 크게 모노코크와 프레임으로 나뉩니다. 모노코크는 별도의 뼈대(구조체)없

이 차체를 하나의 견고한 박스처럼 만들어 차량을 제작하는 방식이며, 프레임 방식은 강철

로 만든 별도의 뼈대(프레임)에 엔진 등을 얹은 뒤 차체를 올린 형태입니다. 프레임 방식은 

강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노면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제작

비와 무게가 올라가 연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SUV 전문 메이커

로서 높은 안전정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4중 구조의 쿼드프레임(Quad Frame)을 G4 렉

스턴과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하였습니다. 쿼드프레임에는 1.5Gpa급 초고강도 기가스틸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590MPa급 초고장력 강판을 60% 이상 적용해 강성은 높이고 경

량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쿼드프레임은 Crash box zone 설계를 통해 충돌에너지를 

순차적으로 흡수하여 탑승자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였습니다. 

Frame

LET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최적의 조화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구현합니다

쌍용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은 LET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조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구현합니다.  쌍

용자동차의 자랑인 LET(Low-End Torque) 엔진은 ‘일상에서 체험하는 파워 드라이빙’을 구현하기 위

해 2012년 신규 적용한 기술입니다. LET 엔진은 실제 많이 사용되는 저속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

되어 초기 가속력이 뛰어나 경쾌한 주행 성능이 가능합니다. 쌍용자동차 디젤 엔진은 전륜구동 타입

의 1.6L 엔진과 전/후륜 구동 타입의 2.2L 엔진이 있으며, 각각 아이신 社의 자동변속기와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가솔린 엔진은 2.0L 직분사

(GDi) 터보 엔진과 1.5L 직분사(GDi) 터보 엔진을 출시 또는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수출지역을 위

한 가솔린 1.6L 다중분사(MPi) 엔진과 2.0L 다중분사(MPi)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엔진 개발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엔진 다운사이

징, 48V BSG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owertrain

쌍용자동차 4TRONIC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4WD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는 SUV의 명가로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4TRONIC’ 시스템을 전 모델에 적용하여 

SUV 풀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코란도 C와 티볼리 모델에는 ‘스마트 AWD(All Wheel Drive)’ 시스템

을 적용하였습니다. 스마트 AWD는 도로상태 및 조건에 따라 구동력을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배분

하여 최적의 주행성능을 선사합니다. G4 렉스턴을 비롯해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에 적용되

는 ‘전자식 Part-time 4WD’는 주행 중 도로 조건 또는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스위치 조작을 통해 구

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뒤 구동력을 50:50으로 배분해 눈길과 빗길 또는 험로 주

파 능력을 선사합니다. 특히, 전자식 Part-time 4WD 시스템은 험난한 산악지형을 주행하거나 큰 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이와 더불어 G4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는 최대 3t까지 견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4wd



고객 만족을 향한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 감동을 향한 쌍용자동차의 노력은 영업, 서비스 현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쌍용자

동차는 전국에 전문 역량을 갖춘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도 영업을 지향하고 새로운 영업문화 구축을 위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판매 확대는 물론, 영업만족도를 한층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가 오래 전부터 ‘늘 첫 번째 고객처럼 항상 고객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서비스 브랜드인 ‘리멤버 서비스(Remember Service)’를 통

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이은 신제품 출

시로 다양해지는 고객층에 최적화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고객 서비

스 만족도(CSI)를 향상하고 고객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마케팅 통해 자동차 레저문화 선도

최상의 품질을 가진 가장 안전한 차, 삶의 긍지가 되고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차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감동이라면, 자동차와 함께하는 고객의 삶에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SUV 전

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자동차 레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드라이빙 

스쿨, 스노 캠핑, 사운드 오브 뮤직 오토캠핑 등 다양한 고객 참여형 아웃도어 마케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

론, SUV의 장점과 쌍용자동차가 축적해 온 사륜구동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적극 활용

한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며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는 고객에게 무한한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통

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SUV 전문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30 - 31

자동차로 고객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것, 이것이 쌍용자동차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다양한 고객 서비스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것 

쌍용자동차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CUsTOMER VAlUE



West europe

Distributor : 23
Dealer : 720

SEPC(Subsidiary) : 1
Europe Office : 1

east europe 

Distributor : 15
Dealer : 98

Russia

Distributor : 1
Dealer : 27

china

Distributor : 2
Dealer : 76

Subsidiary : 1
middle east

Distributor : 15
Dealer : 70

africa

Distributor : 24
Dealer : 62

Pacific

Distributor : 5
Dealer : 52

asia

Distributor : 16
Dealer : 252

central & 
South america

Distributor : 26
Dealer : 147

현재 전 세계 126개국 1,50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진출을 통해 유럽 시장의 경우 모든 

국가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등 판매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2 - 33

세계를 무대로 질주하는 SUV 전문 브랜드,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통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SUV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

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 모델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수출명: XLV)를 자동차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 차

례로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유럽 시장을 개척한 오리지널 렉스턴의 헤리티지를 계승

한 G4 렉스턴(수출명: Rexton)을 새롭게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UV 풀 라인업으로 경쟁력

을 한층 강화한 쌍용자동차는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생산기반 확보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수출 25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한 쌍용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확장은 향후 쌍용자

동차 중장기 성장 전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글로벌 판매망 재구축 및 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러시아 및 중남미 시장에 편중되었

던 수출구조를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다변화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브레다에 설립한 유

럽부품센터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사무소를 통해 체계적인 부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남미 지

역의 거점별 트레이닝 센터를 시작으로 중동 유럽 지역까지 이를 확대 설치하며 해외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

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과 CBU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에 전략적 

CKD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시장 전반에 고른 물량 증대를 이룰 계획입니다. 나아가 중국 시장과 미국 시

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희망의 새 여정을 

시작합니다

GlOb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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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비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고,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창조됩니다. 

쌍용자동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 갖춰야 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개발과 글로벌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미래 환경과 삶을 바꿀 SUV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쌍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재도약 선언, Promise 2019!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1년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을 선언하기 위한 뉴 비전 선포식을 개

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매년 경영환경 분석을 토대로 사업전략과 기능별 전략의 업데이

트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7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경영목표 Promise 2019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글로벌 시장 및 판매 확대, 코스

트 리더십 확보, 차세대 신기술 개발, 마힌드라 그룹과의 시너지 극대화, 내부 핵심역량 강화 등 총 6가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Promise 2019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판매 24만 대, 매출 6조원, 영업

이익률 3%를 달성하고 수익성 개선과 시너지 효과 실현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통해 SUV 명가 재건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중장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개발 철학인 ‘Robust, Specialty, 

Premium’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켓 트렌드 중심의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출시된 G4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를 필두로 2019년까지 5개의 신모델과 2개의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통해 SUV 전문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기자

동차 출시, 커넥티드카 개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연구 진행 등 친환경 및 미래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중소

형 SUV 플랫폼 개발 및 차세대 친환경 파워트레인 개발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쌍용자동차는 신사업 발굴 및 육성으로 차량 판매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할 계획이며, 또한 ‘Promise 2019’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글로벌 역량 확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인

재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는 쌍용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무대

에 올라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며 새로운 비전입니다.

글로벌 판매

240,000대

매출

6조 원

영업이익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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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니다

PROMIsE 2019



제품 공동개발을 통한 시너지 가시화

‘떠오르는 21세기 경제대국’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마힌드라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 20만 명 이상

의 직원과 1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힌드라는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는 주요산업인 

정보통신(IT), 트랙터, 다목적 차량, 금융 서비스, 휴양산업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

산업, 에너지, 금융, 산업설비, 물류, 부동산, 철강, 이륜차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마힌드라와의 전략적 M&A 이후 양사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제품 및 기술 개발, 

시장 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너지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16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마

힌드라와의 티볼리 플랫폼 공유와 차세대 가솔린 1.5리터 GDi 터보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시너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부품·플랫폼 공용화 등의 협력을 통해 재료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협력업체에 부품 공급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힌드라는 이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엔진

을 탑재한 소형 SUV를 빠르면 2019년 인도 현지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와 마힌드

라 양사 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너지 노력들이 가시화된 사례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시너지 작업 확대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는 앞으로 신규 플랫폼은 물론 양사 간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기자동차 및 커

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시너지 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가 함께 구글 글

로벌 커넥티드카 연합인 OAA(Open Automotive Alliance)에 동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마힌드라 그룹의 테크마힌드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3년 내 커넥티드카 플랫폼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양산 판매 중이며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마힌드라의 경험을 바

탕으로 양사 간 기술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사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데이터 분석, 디지

털화, 기업솔루션과 같은 새로운 IT 시스템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To be among the 50 

most admired global brands by 2021’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

로벌 시장에서 SUV 강자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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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EFFECT

‘떠오르는 21세기 경제대국’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마힌드라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 20만 명 이상의 직원과 1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힌드라는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는 주요산업인 정보통신(IT), 트랙터, 다목적 차량, 금융 서비스, 

휴양산업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 산업설비, 

물류, 부동산, 철강, 이륜차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의 책임을 다합니다

쌍용자동차는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라는 기업비전 아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

께 상생·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천혜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탄길’을 결성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

다. 또한 2011년 노사가 함께 설립한 한마음 장학회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랑의 쌀 나누기, 저소득 가

정 연탄지원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또한 평택시 환경축제 후원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

흡하는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협력사와 함께 가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UV 전문 기업으로 가는 길에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쌍용자

동차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데는 임직원들의 열정은 물론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5년부터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 준수와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설계 및 품질 보증 향상 교육, 생산관

리 및 물류 혁신, 공장 혁신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앞으로도 모든 협력사와의 상

생경영,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꾸준히 선보이며 긍정적 변화와 공감을 

이뤄갈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합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 에너지입니다. 지역사회는 물론 주주, 협력사, 임직원, 고객까지 폭넓은 관계를 아우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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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TO CsR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해 달립니다

쌍용자동차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랑의 쌀 나누기, 저소득 가정 

연탄지원 등을 넘어 환경축제 후원과 산학협력 활동까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경영,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해 

긍정적 변화와 공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PROdUCt

LINE UP
쌍용자동차의 SUV 풀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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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REXTON

G4 렉스턴은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과 정통 SUV가 갖춰야 할 4WD 주행

성능, 압도적 공간활용성과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

거 적용하여 뛰어난 주행 성능과 감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1.5GPa급 

초고강도 기가스틸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혁신적 구조 설계로 큰 폭의 

경량화를 달성한 쿼드프레임은 사고 시 상대 차량의 안전성까지 동반 향상

시켰습니다. 특히 승객 거주 공간 및 적재공간 활용성 극대화에 초점을 둔 

공간 중심 디자인과 시트 안락성, 혁신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으로 탁

월한 감성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ORANDO C

New Style 코란도 C는 전면 디자인을 중심으로 신차 수준의 스타일 변경

을 통해 SUV 본연의 강인함과 더불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나아가 동급 최초 전방 세이프티 카메라 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보강하는 등 

가족의 행복한 여가와 안전한 이동에 적합한 진정한 패밀리 SUV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특히, 2열 풀플랫(Full-Flat) 바닥공간을 비롯해 넓고 편리한 

공간은 물론 스마트 AWD 시스템과 풀 서브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동급 최

고 수준의 오프로드 주행능력을 갖춰 가족 단위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최상

의 선택이 되어 줄 것입니다.

TIVOLI AIR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 브랜드 고유의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ㆍ발전시킨 유니크 다이내믹 스타일로 SUV 본연의 용도

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탁월한 승차감과 정숙성, 여유로운 승차공간, 뛰

어난 러기지 공간 활용성, 프리미엄급 편의사양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모델

들을 앞서는 높은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티볼리 아머와 마찬가지로 동

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1%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

했으며, 동급 최초로 다양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운전자보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REXTON SPORTS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의 플래그십 SUV 혈통을 계승하여 더 대담하

고 강인한 스타일을 가진 정통 오픈형 렉스턴으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쌍용

자동차만의 쿼드프레임과 4Tronic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온·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물론,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 활용성을 통해 일상과 

레저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견인능력을 보유한 렉스턴 스포츠는 다른 

SUV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폭넓은 레저 활용성을 제공하는 등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SUV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KORANDO TURISMO

코란도 투리스모는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SUV 스타일과 전천후 아웃도어 

활용성에 더해 스마트기기 연결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4WD 시스템을 적용해 오프로

드는 물론 눈길 주행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을 자랑하며, 강력한 견인 

능력을 비롯해 동급 최강의 레저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인체공학적 설계의 듀얼플렉스(Dual Flex) 시트 적용으로 탑승객 편

의성과 최고의 안락감을 선사합니다. 

TIVOLI ARMOUR

티볼리 아머는 동급 SUV 및 세단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춰 스타일과 

퍼포먼스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소비자에게 ‘나의 첫 번째 SUV(My 1st 

SUV)’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급 최초로 다양한 ADAS(첨

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을 적용하여 차급을 뛰어넘는 안전성을 확보했

습니다. 또한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4%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40%에 이르며 주요 10개 부위에는 핫프레스포밍

(Hot Press Forming) 공법으로 한층 뛰어난 강성을 갖춰 충돌 시 차체 변형

을 최소화해 탑승자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혁신의 길을 추구합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고, 기술과 환경을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

쌍용자동차는 앞으로도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 정신으로 묵묵히 

달려나가겠습니다.

lEadINg thE waY 
tOwaRd thE fUtURE



https://twitter.com/SsangyongStory

https://www.facebook.com/Ssangyongstory

https://www.youtube.com/user/SsangyongMotor

http://allways.s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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