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ectors’ Report for Ssangyong Motor Company Limited (“SYMC”) 

 

1.  회사의 개요 
 

SYMC는 각종 자동차 및 동부분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 인근 평택에 위치한   

평택공장에서 SUV Rexton, Kyron, Actyon, Korando C와 SUT Actyon Sports, MPV Rodius, 

Luxury Sedan인 Chairman W와 Chairman H 등 8개 Model을 생산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는 

상기 차량의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50여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100여개국의 Dealer를 통해 차량을 판매

하고 있으며, 당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쌍용(의정)기차배건제조유한공사, 쌍용기차유한공사, 

Ssangyong European Parts Center B.V. 등 3개 해외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영업 개황 
 

2011년도 자동차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신흥국의 긴축정책 

및 내수경기 부진 등 요인으로 그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SYMC는 Korando C의 내수 판매 개시, Rexton 상품성 개선 모델의 판매증가, Russia 및 중남미 

등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물량 확대 노력으로 총 112,281대의 완성차를 판매

(38,651 for domestic sales and 73,630 for exports)하여 국내 동종업계 최대 성장률인 전년대비  

40%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매실적은 2008년(82,405대) 이후 3년 만에 기록한 년간 최대실적이며, 매출액 역시   

전년대비 32% 증가한 2조 7,731억원(INR 110.9 billion)을 기록하였습니다. 

 

3.  손 익 
 

2011년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익측면에서는 2010년에 175억원(INR 0.7 billion)의 영업  

이익을 기록한 반면 2011년은 1,533억원(INR 6.1 billion)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은 

2010년 262(INR 1.0 billion)억원에서 2011년 1,124(INR 4.5 billion)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습

니다.  

그러나 SYMC는 2010년 법정관리 기간 중 자구노력의 일환으로써 유휴자산을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경상적인 자산처분이익 1,357억원(INR 5.4 billion)이 2010년 실적에 포함  

되어 있어 그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손익 악화는 재료비, 개발비, 판매촉진비 및 인건비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에서 

일정분 기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손익 악화는 철강재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 판매 

확대를 위한 가격할인 등 판촉정책 강화, 회생절차 종결 이후 직원들에 대한 복지 환원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제품 라인업 구축을 위한 제품 출시 및 이로 인한 개발비의 증가 

등 요인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4.  재무 상태 
 

자산총계는 전기말 1조 7,288억원(INR 69.2 billion)에서 2011년말 1조 7,997억원(INR 72.0 billion)

으로 709억원(INR 2.8 billion)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는 전기말 1조 1,099억원(INR 44.4 billion)

에서 2011년말 8,865억원(INR 35.5 billion)으로 2,234억원(INR 8.9 billion)이 감소하였고, 자본   

총계는 전기말 6,189억원(INR 24.8 billion)에서 9,132억원(INR 36.5 billion)으로 2,943억원(INR 

11.8 billion)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은 전기말 179.3%에서 82.2%p  감소한 97.1%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구조의 개선은 M&A 절차 진행에 따라 Mahindra & Mahindra Limited의 M&A 인수

대금 총 5,225억원(INR 20.9 billion) 중 4,271억원(INR 17.1 billion)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   

지고,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속히 변제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5.  향후 경영계획 
 

2012년 글로벌 자동차시장 환경은 글로벌 시장수요 침체 및 업체간 경쟁 격화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쌍용자동차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12만3,000대를 

판매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립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중장

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속적인 글로벌 판매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신흥시장 확대, 다양

한 상품성 개선모델 출시 및 향후 출시될 전략차종 개발에도 적극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 부문의 강력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 극대화를 통해 재무성과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마힌드라와의 상호 가시적인 시너지 창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내부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For and on behalf of the Board 

 

Dr. Pawan Kumar Goenka 

Chairman 

 
Pyeongtaek, South Korea, 2nd May,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