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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창원시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수출품과 주요 

교역국 등을 파악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물론 정책당
국의 수출지원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 2019년 3분기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3. 조사방법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창원상의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

 4. 조사기간
  • 2019. 10. 21 ～ 24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동기·전분기 대비)
  • 수출입 비중(전국, 경남)
  • 무역수지 실적 등
  •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교역국 및 대륙별 수출입 동향
  • 수출입 성질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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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약 및 시사점

※ 시사점
◉ 창원 3분기 수출, 전년대비 7.4% 감소했음. 지난해 창원 수출을 이끌었

던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등 기계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고. 국
가별로 對중국 수출액이 급감했음. 반면 對아세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對중 중간재,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창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 실
제로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기계요소, 건설광산기계, 금속
공작기계 등의 기계류 수출이 급감했음. 

   반대로 對중 수입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 창원 교역에 있어 중국이 수출
시장으로서의 성격은 약화하는 대신 분업 파트너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 창원시 수출입 동향
◉ 창원시 2019년 3분기 주요 수출입 동향
 ○ 수출      35억 4천만 불(2018년 3분기 대비 7.4% ▼)
   수입          14억 1천만 불(2018년 3분기 대비 3.0% ▲)
   무역수지    21억 3천만 불(2018년 3분기 대비 13.1% ▼)
   총교역액    49억 5천만 불(2018년 3분기 대비 4.6% ▼)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등 기계류 수출 급감 
  
◉ 수출입 비중
 ○ 수출 비중은 전국의 2.6%, 경남의 36.7%
 ○ 수입 비중은 전국의 1.1%, 경남의 26.5%
 ○ 무역수지 흑자액 비중은 전국의 21.5%, 경남의 49.1% 
 ○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은 충남 아산시,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
    주시, 경기 용인시, 경남 거제시에 이어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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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분기 주요수출품(20개)
 ○ 수출증가 품목 : 철도차량 및 부품, 무기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냉장고,  
                    항공기 부품, 섬유 및 화학기계,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 수출감소 품목 : 건설광산기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금속공작기계, 
                   철강판, 기타기계류, 가정용 회전기기, 자동차, 반도체,
                   기계요소, 선재·봉강 및 철근, 원동기 및 펌프  
 ○ 섬유 및 화학기계 36.5%▲, 냉장고 62.5%▲
  - 미국을 주력시장으로 하는 백색가전 수출 증가
  - 미국 내 견조한 시장점유율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 건설광산기계 50.3%▼, 금속공작기계 30.1%▼
  -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對중, 對미 수출 감소
  - 두 품목 모두 지난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감소폭 커

◉ 2019년 분기 창원시 성질별 수출입
 ○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 2018년 3분기 대비 22.4%▼, 4.3%▼
 ○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 2018년 3분기 대비 0.8%▼, 4.7%▲

◉ 주요수출국 무역수지 2012년 3/4분기 대비 
 ○ 미국 7억 9천만 불 흑자 (수출 2.6%▼, 수입 1.0%▲)
  -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 건조기 등 백색가전 수출 큰 폭 증가 
  - 자동차부품,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공조기 수출 감소 
 ○ 중국 2억 1천만 불 흑자 (수출 25.6%▼, 수입 2.0%▼)
  - 선박 관련 품목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 감소
  -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50% 이상 급감 
 ○ 일본 1억 불 적자 (수출액 5.9%▲, 수입액 3.0%▼)
  - 한·일 외교분쟁 영향 제한적, 총교역액 0.3% 증가
 ○ 독일 4천만 불 적자 (수출액 52.3%▼, 수입액 322.0%▲)
  - 對독일 금속공작기계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큰 폭 증가
  - 전력용 기기, 산업용 전기기기, 건설광산기계 수출 감소 



- 4 -

Ⅲ. 2019년 3분기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19년 3분기 창원시 수출액은 35억 5,415만 불(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 수입은 14억 670만 불(3.0% 증가)해 총교역액은 4.6% 감소한 49
억 4,835만 불을 기록했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 무역수지 흑
자액은 13.1% 줄은 21억 3,494만 불을 기록했음. 

   • 같은 기간 경남 수출은 10.0% 증가한 96억 6,077만 불, 수입은 14.1% 
증가한 53억 1,303만 불을 기록했음. 전국 수출은 12.2% 감소한 1,348억 
8,331만 불, 수입은 4.1% 감소한 1,249억 4,548만 불 실적을 올렸음.

   • 3분기 창원 수출액은 경남 전체 수출의 36.7%, 전국의 2.6%를 차지했
고, 수입은 경남의 26.5%, 전국 1.1%를 점했음. 무역수지는 경남의 
49.1%, 전국 21.5%로 경남과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음.

2019년 3분기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경남 [창원비중]창원

수출 3,541,645
(-7.4)

9,660,772
(10.0) 36.7 134.883.312

(-12.2) 2.6

수입 1,406,704
(3.0)

5,313,028
(14.1) 26.5 124.945.479

(-4.1) 1.1

무역수지 2,134,941
(-13.1)

4,347,744
(5.4) 49.1 9.937.833

(-57.4) 21.5

총교역액 4,948,349
(-4.6)

14,973,800
(11.5) 33.1 259.828.791

(-8.5) 2.0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2018년 3분기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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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기준 창원 수출은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수입은 3년 연속 증가했
음. 

창원시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단위 : 천불, %)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무역수지 (증감율)　 총교역액 (증감율)

'09 3Q 5,494,622 (-33.6) 2,108,450 (-36.6) 3,386,172 (-31.6) 7,603,072 (-34.4)

'10 3Q 5,733,222  (4.3) 2,309,630  (9.5) 3,423,592 (1.1) 8,042,852 (5.8)

'11 3Q 6,219,956  (8.5) 2,757,903  (19.4) 3,462,053 (1.1) 8,977,859 (11.6)

'12 3Q 5,372,384  (-13.6) 1,909,872  (-30.8) 3,462,513 (0.0) 7,282,256 (-18.9)

'13 3Q 4,602,032  (-14.3) 1,695,128  (-11.2) 2,906,904 (-16.1) 6,297,160 (-13.5)

'14 3Q 4,370,912  (-5.0) 1,862,241  (9.9) 2,508,671 (-13.7) 6,233,153 (-1.0)

'15 3Q 3,968,079  (-9.2) 1,405,972  (-24.5) 2,562,107 (2.1) 5,374,051 (-13.8)

'16 3Q 4,245,442  (7.0) 1,330,584  (-5.4) 2,914,858 (13.8) 5,576,026 (3.8)

'17 3Q 4,511,889  (6.3) 1,372,097  (3.1) 3,139,792 (7.7) 5,883,986 (5.5)

'18 3Q 3,823,131  (-15.3) 1,365,891  (-0.5) 2,457,240 (-21.7) 5,189,022 (-11.8)

'19 3Q 3,541,645  (-7.4) 1,406,704  (3.0) 2,134,941 (-13.1) 4,948,349 (-4.6)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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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별 수출실적 

   • 창원시 산업별 전년(2018년 3분기) 대비 수출액 증감을 보면 조선(+107.0%), 
가정용전자제품(+15.3%), 수송기계(조선제외)(+7.3%)는 수출실적이 증가했
고, 전기기기(-27.4%), 산업기계(-25.7%), 철강제품(-24.2%), 기타기계류
(-21.9%), 기초산업기계(-18.9%),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11.8%)은 수출액 
감소를 보였음. 

  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1) 3단위 기준)

   • 2019년 3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MTI 3단위 기준)은 ‘자동차 부품’(4억 
7,543만 불), ‘원동기 및 펌프’(3억 375만 불), ‘금속공작기계’(2억 5,633만 
불), ‘섬유 및 화학기계’(2억 3,501만 불), ‘기계요소’(2억 1,123만 불), ‘냉장
고’(2억 391만 불), ‘건설광산기계’(1억 8,022만 불) 등임.   

1)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2019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자료 : KITA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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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8
3분기

2019
3분기 증감 주요수출국

1 자동차부품 472,761 475,432 0.6% 중국, 맥시코, 미국, 우즈베
키스탄, 베트남, 일본 등

2 원동기 및 펌프 312,876 303,746 -2.9% 미국, 중국, 멕시코, 일본,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등

3 금속공작기계 366,935 256,327 -30.1%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4 섬유 및 화학기계 172,126 235,008 36.5%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캐
나다, 인도네시아, 러시 등

5 기계요소 232,084 211,277 -9.0%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멕
시코, 캐나다, 인도, 태국 등

6 냉장고 125,460 203,905 62.5%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
엘 등

7 건설광산기계 362,659 180,215 -50.3% 벨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브라질  등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50,159 171,280 -31.5% 미국, 네덜란드, 사우디아
라비아, UAE, 중국 등

9 자동차 197,481 169,608 -14.1% 미국, 멕시코, 사우디아라
비아, 캐나다, 이스라엘 등

10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70,154 145,240 107.0% 중국, 그리스, 마셜제도 등

11 가정용회전기기 122,873 90,807 -26.1% 대만, 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폴란드, 중국 등

12 무기류 18,679 88,287 372.7% 인도, 필리핀, 노르웨이, 폴
란드 등

13 항공기 및 부품 55,342 76,742 38.7%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프
랑스, 독일, 폴란드 등

14 기구부품 56,167 71,707 27.7% 베트남, 중국, 필리핀, 대
만, 태국 등

15 철도차량 및 부품 9,906 64,719 553.3% 튀니지,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터키, 홍콩 등

16 전력용기기 93,702 63,208 -32.5% 미국,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
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7 반도체 66,870 61,598 -7.9%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
만, 필리핀, 베트남, 몰타 등

18 선재봉강 및 철근 61,309 56,718 -7.5% 대만, 인도, 태국, 중국, 일
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

19 기타기계류 67,969 53,055 -21.9%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20 철강판 75,718 51,419 -32.1% 태국, 러시아, 베트남, 벨기
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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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철도차량 및 부품’(+553.3%), ‘무기
류’(+372.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7.0%), ‘냉장고’(+62.5%), ‘섬
유 및 화학기계’(+36.5%), ‘기구부품’(+27.7%) ‘자동차부품’(+0.6%) 등임. 

   •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건설광산기계’(-50.3%), ‘전력용기
기’(-32.5%), ‘철강판’(-32.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31.5%), ‘금속
공작기계’(-30.1%), ‘가정용회전기기’(-26.1%), ‘기타기계류’(-21.95), ‘자
동차’(-14.1%), ‘기계요소’(-9.0%), ‘반도체’(-7.9%), ‘선재·봉강 및 철
근’(-7.5%), ‘원동기 및 펌프’(-2.9%) 등임.  

   • 개별 수출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원동기 및 부품’, ‘섬유 및 화학기
계’, ‘냉장고’,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등은 對미 수출이 해당 품목 창
원 총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했음. 

     ‘선박 및 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은 중국, ‘무기류’는 인도, ‘기구부품’은 
베트남, ‘철도차량 및 부품’은 튀니지가 해당 품목 차원 총 수출의 1/3 이
상을 점했음. 

  
  2) 주요 수입품목(MTI 4단위 기준)

   • 창원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 및 펌프’(1억 5,443만 불), ‘기계요소’(1억 4,780
만 불), ‘철강판’(1억 767만 불), ‘산업용 전기기기’(8,353만 불), ‘산업용 전기
기기’(8,353만 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7,778만 불), ‘항공기 및 부
품’(5,623만 불), ‘알루미늄’(5,537만 불), ‘전기부품’(4,086만 불) 등임.  

   • 개별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전기부품’, ‘전력용기기’, ‘공기조절
기 및 냉난방기’, ‘철도차량 및 부품’, ‘선재봉강 및 철근’, ‘기타산업기계’ 
등 창원 20대 수입품 중 6개 품목이 해당품목 창원 총 수입의 1/3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산업용 전기기기’, ‘합금철·선철 및 고철’, ‘고무제품’ 등은 일본, ‘항공기 
및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등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1/3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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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8
3분기

2019
3분기 증감 주요수입국

1 원동기 및 펌프 145,228 154,429 6.3%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
웨덴, 중국, 베트남, 영국 등

2 기계요소 151,680 147,798 -2.6%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루마
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3 철강판 80,725 107,665 33.4% 인도네시아, 중국, 스웨덴, 프
랑스, 일본 등

4 산업용 전기기기 101,231 83,530 -17.5% 일본, 중국, 독일, 폴란드, 베
트남, 미국, 멕시코 등

5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69,038 77,781 12.7% 독일,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미국, 중국 등

6 항공기 및 부품 41,423 56,231 35.7%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등

7 알루미늄 53,927 55,373 2.7%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인
도, 독일 등

8 전기부품 51,259 40,864 -20.3%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
도, 스페인 등

9 금속공작기계 54,264 38,779 -28.5% 독일, 일본, 중국, 스위스, 스
웨덴, 오스트리아 등

10 철강관 및 철강선 23,094 38,222 65.5%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1 합금철, 선철 및 고철 41,515 36,488 -12.1%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
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12 계측제어분석기 32,235 34,985 8.5% 미국, 독일, 일본, 체코, 영국, 
덴마크, 중국, 프랑스 등

13 자동차부품 31,190 31,100 -0.3% 일본,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등

14 고무제품 19,917 27,535 38.2%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베트남, 대만 등

15 전력용기기 20,051 24,829 23.8%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오
스트리아, 스위스 등

1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1,310 24,008 12.7% 중국, 일본, 체코, 독일, 핀란

드, 덴마크 등

17 철도차량 및 부품 15,503 22,133 42.8% 중국, 폴란드, 독일, 체코, 인
도,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

18 선재봉강 및 철근 19,664 21,622 10.0%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스웨
덴 등

19 기타산업기계 6,984 21,574 208.9% 중국, 핀란드, 독일, 일본 등

20 전자응용기기 10,558 18,951 79.5%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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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공단계별 수출입

   • 2019년 3분기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2) 수출이 17억 2,262만 
불로 전체 수출의 48.6%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실
적임. 자본재3) 수출은 11억 6,217만 불로 전체 32.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음. 

   • 2019년 3분기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10억 1,101만 불
로 전체 수입의 71.9%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실적
임. 자본재 수입은 2억 9,128만 불로 전체 20.7%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음. 

2)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3)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2019년 3분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수출 수입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률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률

1차산품
2,573 3,978 

54.6%
46,981 50,670 

7.9%
(0.1%) (0.1%) (3.4%) (3.6%)

소비재
504,505 564,768 

11.9%
38,935 42,574 

9.3%
(13.2%) (15.9%) (2.9%) (3.0%)

자본재
1,496,876 1,162,174 

-22.4%
293,736 291,282 

-0.8%
(39.2%) (32.8%) (21.5%) (20.7%)

중간재
1,800,435 1,722,623 

-4.3%
965,431 1,011,008 

4.7%
(47.1%) (48.6%) (70.7%) (71.9%)

기타
18,741 88,103 

370.1%
20,808 11,170 

-46.3%
(0.5%) (2.5%) (1.5%) (0.8%)

총계 3,823,130 3,541,645 -7.4% 1,365,892 1,406,704 3.0%

※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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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19년 3분기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21
억 3,494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141억 7,898만 불), 울산광역
시(87억 6,024만 불), 경북 구미시(42억 99만 불), 충북 청주시(36억 77
만 불), 경기 용인시(23억 9,817만 불), 경남 거제시(23억 8,907만 불)에 
이어 7번째를 기록했음. 

2019년 3분기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 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14,774,446 595,464 14,178,982 15,369,910 
(-16.2%) (17.9%) (-15.2%)

2 울산광역시 16,923,267 8,163,031 8,760,236 25,086,298 
(-7.5%) (-9.7%) (-8.2%)

3 경북 구미시 4,814,619 613,628 4,200,991 5,428,247 
(-12.3%) (-10.0%) (-12.0%)

4 충북 청주시 4,350,621 749,853 3,600,768 5,100,474 
(-4.4%) (-0.6%) (-3.9%)

5 경기 용인시 4,087,991 1,689,820 2,398,171 5,777,811 
(-53.1%) (-0.9%) (-44.5%)

6 경남 거제시 3,238,084 849,012 2,389,072 4,087,096 
(64.3%) (127.8%) (74.4%)

7 경남 창원시 3,541,645 1,406,704 2,134,941 4,948,349 
(-7.4%) (3.0%) (-4.6%)

8 광주광역시 3,241,291 1,516,847 1,724,444 4,758,138 
(-9.5%) (-6.3%) (-8.5%)

9 경기 화성시 3,843,626 2,216,408 1,627,218 6,060,034 
(2.2%) (-25.4%) (-10.0%)

10 경기 파주시 1,994,980 826,979 1,168,001 2,821,959 
(-14.9%) (-3.7%) (-11.9%)

총계 134,883,312 124,945,479 9,937,833 259,828,791 
(-12.2%) (-4.1%) (-8.5%)

※ (  )는 2018년 3분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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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19년 3분기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11억 8,989만 불), 중국(7억 6,836

만 불), 일본(4억 3,194만 불), 독일(2억 6,472만 불), 베트남(2억 3,133만 
불), 멕시코(1억 6,207만 불), 인도(1억 6,052만 불) 등임.

   • 창원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9억 9,046만 불(-2.6%) 수출해 창원 총 수
출의 28.0%를 차지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억 7,730만 불
(-2.0%) 수입해 창원 총 수입의 19.7%를 차지했음. 

  

2019년 3분기 창원 주요 교역국(지역) 비중
(단위 : 천불, %)

국가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무역수지 총교역액 (증감)

미국 990,458 (-2.6) 199,432 (1.0) 791,026 1,189,890 (-2.0)
[28.0] [14.2] [37.1] [24.0]

중국
491,061 (-25.6) 277,301 (-2.0) 213,760 768,362 (-18.5)

[13.9] [19.7] [10.0] [15.5]

일본
167,108 (5.9) 264,827 (-3.0) -97,719 431,935 (0.3)

[4.7] [18.8] [-4.6] [8.7]

독일
110,242 (-52.3) 154,476 (322.0) -44,234 264,718 (-1.2)

[3.1] [11.0] [-2.1] [5.3]

베트남
184,255 (78.4) 47,078 (4.9) 137,177 231,333 (56.1)

[5.2] [3.3] [6.4] [4.7]

멕시코
150,158 (0.2) 11,912 (2.7) 138,246 162,070 (0.4)

[4.2] [0.8] [6.5] [3.3]

인도
141,234 (3.2) 19,288 (-86.1) 121,946 160,522 (-41.8)

[4.0] [1.4] [5.7] [3.2]
총계 3,541,645 (-7.4) 1,406,704 (3.0) 2,134,941 4,948,349 (-4.6)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이며,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무역수지 중 비중
<자료 : KITA 통계 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