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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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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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기간
  • 2020. 1. 20 ～ 30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동기·전분기 대비)
  • 수출입 비중(전국, 경남)
  • 무역수지 실적 등
  • 주요 수출입 품목
  • 국내 지역별 무역수지
  • 주요 교역국 및 대륙별 수출입 동향
  • 수출입 성질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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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약 및 시사점

※ 시사점
◉ 창원 수출실적이 對중국 수출액(-26.0%)이 크게 줄며, 3년 연속 감소했

음. 반면 對미국 수출은 견조한 모습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백색
가전 수출 호조와 자동차, 항공기부품 등 수송기계 수출도 증가했음.

◉ 창원의 對미국 수출 의존도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창원 20대 수출품 중 
10개 품목이 미국을 최대시장으로 삼고 있음. 이 중 4개 품목은 1/3이
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간재,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창원 對중
국 수출실적이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 이에 대한 감소분을 
아세안과 CIS국가로의 수출실적이 상당부분 매우고 있음. 더불어 對중국 
수출의 감소가 분업구조를 가진 對일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창원시 수출입 동향
◉ 창원시 2019년 주요 수출입 동향(전년 대비)
 ○ 수출      153억 2천만 불 (5.0% ▼)
   수입           60억 6천만 불 (3.3% ▲)
   무역수지     92억 4천만 불 (9.8% ▼)
   총교역액     213억 6천만 불 (2.8% ▼)
  
◉ 수출입 비중
 ○ 수출 비중은 전국의 2.8%, 경남의 38.9%
 ○ 수입 비중은 전국의 1.2%, 경남의 28.4%
 ○ 무역수지 흑자액 비중은 전국의 23.7%, 경남의 51.3% 
 ○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은 충남 아산시,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
    주시, 경기 용인시, 경남 거제시에 이어 6번째
    수출은 10번째, 수입은 15번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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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요수출품(20개)
 ○ 수출증가 품목 : 철도차량 및 부품, 무기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냉장고,  
                    항공기 부품, 섬유 및 화학기계, 기구부품, 자동차
 ○ 수출감소 품목 :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철강판, 선재·봉강 및 철근, 
                   기타기계류,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력용 기기, 반도체, 
                   기계요소,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가정용 회전기기 

 ○ 무기류 92.8%▲
   - 인도, UAE, 필리핀 등 수출 큰 폭 증가
   - 제3국 수출이 대부분, 창원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양성 필요
 ○ 섬유 및 화학기계 12.1%▲, 냉장고 43.1%▲
   - 미국을 주력시장으로 하는 백색가전 수출 증가
   - 미국 내 견조한 시장점유율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 건설광산기계 26.5%▼, 금속공작기계 23.2%▼
   -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對중, 對미 수출 감소
   - 두 품목 모두 지난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감소폭 커

◉ 주요수출국 무역수지 2018년 대비 
 ○ 미국 30억 4천만 불 흑자 (수출 0.8%▲, 수입 13.5%▲)
   -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백색가전 수출 호조 
   - 자동차, 항공기부품 등 수송기계 수출도 증가
 ○ 중국 9억 4천만 불 흑자 (수출 26.0%▼, 수입 0.5%▼)
   - 선박 관련 품목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 급감
   - 전체 수출 급감으로 총교역액 18.5% 감소 
 ○ 일본 4억 불 적자 (수출액 3.1%▼, 수입액 8.2%▼)
   - 교역액 감소의 주된 요인은 對중 수출액 감소, 한·중·일 분업구조 약화 
   - 한·일 외교분쟁 영향 제한적 
 ○ 베트남 5억 6천만 불 흑자 (수출액 45.4%▲, 수입액 6.6%▲)
   - 자동차부품(1,188%▲), 기타산업기계(1,080.6%▲), 광학기기(584.4%▲), 
     무선통신기기(135.0▲) 등 대부분의 수출품목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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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19년 창원시 수출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153억 179만 불, 수입은 
3.3% 증가한 60억 6,234만 불로 총교역액은 2.8% 감소한 213억 6,413
만 불 실적을 올렸음. 

     수출액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9.8% 감소한 92억 
3,945만 불을 기록했음. 

   • 2019년 경남 수출은 2.2% 감소한 393억 7,597만 불, 수입은 4.9% 증가
한 213억 6,200만 불을 기록했음. 

     전국 실적을 보면 수출은 10.3% 감소한 5,423억 3,334만 불, 수입은 
6.0% 감소한 5,032억 5,940만 불 실적을 올렸음.  

     창원시 교역 비중은 경남 총 수출액의 38.9%, 전국의 2.8%를 점했고, 
수입은 경남의 28.4%, 전국 1.2%를 차지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남과 
전국 비중이 각각 51.3%, 23.7%를 차지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견
인했음.  

2019년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경남 [창원비중]창원

수출 15,301,788
(-5.0)

39,375,971
(-2.2) 38.9 542,333,338

(-10.3) 2.8

수입 6,062,342 
(3.3)

21,362,001
(4.9) 28.4 503,259,397

(-6.0) 1.2

무역수지 9,239,446 
(-9.8)

18,013,970
(-9.4) 51.3 39,073,941

(-43.9) 23.7

총교역액 21,364,130
(-2.8)

60,737,972
(0.2) 35.2 1,045,592,735

(-8.3) 2.0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2018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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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총교역액은 8년, 수출액은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하지
만 수입실적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수출실적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창원시 연도별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불, %)

(단위 : 천불, %)
　 수출 (증감) 수입 (증감) 무역수지 (증감)　 총교역액 (증감)

2009 25,307,249 (-13.1) 8,528,640 (-26.5) 16,778,609 (-4.3) 33,835,889 (-16.9)
2010 23,267,794 (-8.1) 9,372,294 (9.9) 13,895,500 (-17.2) 32,640,088 (-3.5)
2011 24,320,235 (4.5) 10,397,393 (10.9) 13,922,842 (0.2) 34,717,628 (6.4)
2012 23,759,449 (-2.3) 8,684,036 (-16.5) 15,075,413 (8.3) 32,430,372 (-6.6)
2013 19,699,784 (-17.1) 7,293,131 (-16.0) 12,406,653 (-17.7) 26,992,915 (-16.8)
2014 18,288,072  (-7.2) 7,412,655  (1.6) 10,875,417 (-12.3) 25,700,727 (-4.8)
2015 17,700,317  (-3.2) 6,053,697  (-18.3) 11,646,620 (7.1) 23,754,014 (-7.6)
2016 18,271,109  (3.2) 5,329,959  (-12.0) 12,941,150 (11.1) 23,601,068 (-0.6)
2017 17,608,232  (-3.6) 5,463,258  (2.5) 12,144,974 (-6.2) 23,071,490 (-2.2)
2018 16,112,181  (-8.5) 5,870,323  (7.5) 10,241,858 (-15.7) 21,982,504 (-4.7)
2019 15,301,788 (-5.0) 6,062,342 (3.3) 9,239,446 (-9.8) 21,364,130 (-2.8)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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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별 수출실적 

   • 2019년 창원 수출실적 감소는 2018년 창원 수출을 주도했던 산업기계(공
작기계, 건설기계)와 기초산업기계(발전설비)의 수출 감소가 주도했음. 

    산업별 수출액 증감(2018년 대비)을 보면 조선(+77.5%), 가정용전자제품
(+17.4%), 전자부품(+7.2%), 수송기계(조선제외)(+6.9%) 수출은 증가했음. 
반면, 산업기계(-17.4%), 전기기기(-16.8%), 기초산업기계(-15.9%), 철강
제품(-15.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12.4%) 수출은 감소했음. 

   • 2019년 창원의 가정용 전자제품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항공·철도 등 
수송기계 수출 호조, 중형 조선산업의 회복세, 전산업의 전장화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의 수출실적은 증가한 모습을 보였
음. 

     하지만 창원 전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기계와 기초산업
기계, 기계요소, 철강제품 등의 주력산업은 수출감소를 보였음. 이들 산
업의 주력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급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됨.    

2019년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 KITA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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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1) 3단위 기준)

   • 2019년 창원시 주요수출품(MTI 3단위 기준)은 자동차부품(17억 9,823만 불), 
원동기 및 펌프(13억 8,666만 불), 금속공작기계(11억 1,584만 불), 건설광산
기계(10억 9,259만 불), 기계요소(8억 6,888만 불), 자동차(8억 3,105만 불), 
섬유 및 화학기계(7억 9,511만 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7억 4,534만 
불), 냉장고(7억 3,913만 불) 등임.  

   • 2018년과 비교해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수출액 상위 20대 품목 기준)은 철
도차량 및 부품(+202.3%), 무기류(+92.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7.5%), 냉장고(+43.1%), 항공기 및 부품(+19.6%), 기구부품(+13.2%), 섬
유 및 화학기계(+12.1%), 자동차(+7.6%) 등임. 

   • 반대로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건설광산기계(-26.5%), 금속공작기계
(-23.2%), 철강판(-20.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8.4%), 선재·봉강 
및 철근(-17.1%), 기타기계류(-16.8%), 전력용기기(-12.2%), 기계요소
(-11.0%), 원동기 및 펌프(-6.3%), 자동차부품(-4.7%), 반도체(-4.1%), 
가정용 회전기기(-2.9%) 등임.

  2) 주요 수입품목(MTI2) 3단위 기준)

   • 2019년 창원시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 및 펌프(7억 1,944만 불), 기계요소
(6억 5,293만 불), 철강판(4억 8,937만 불), 산업용 전기기기(3억 4,952만 
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억 1,759만 불), 항공기 및 부품(2억 
4,627만 불), 알루미늄(2억 2,990만 불), 금속공작기계(1억 9,554만 불), 
전기부품(1억 6,637만 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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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2019년 창원시 주요 수출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8
(천불)

2019
(천불)

증감
(%)

주요 수출국

1 자동차부품 1,886,981 1,798,233 -4.7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
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2 원동기 및 펌프 1,480,552 1,386,656 -6.3 미국, 중국, 멕시코, 일본,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등

3 금속공작기계 1,452,152 1,115,838 -23.2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
아, 인도, 베트남, 영국 등

4 건설광산기계 1,487,472 1,092,594 -26.5 벨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브라질, 호주 등

5 기계요소 976,599 868,879 -11.0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6 자동차 772,416 831,048 7.6 미국, 독일, 이탈리아, 사
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7 섬유 및 화학기계 709,366 795,111 12.1 미국, 캐나다, 태국, 러시
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913,736 745,340 -18.4 미국, 네덜란드, UAE, 베
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9 냉장고 516,455 739,132 43.1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
엘, UAE, 코트디부아르 등

10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402,742 714,919 77.5 중국, 라이베리아, 마셜제
도, 아이슬란드, 미국 등

11 가정용 회전기기 462,969 449,714 -2.9 미국, 대만, 호주, 멕시코, 
캐나다, 중국, 폴란드 등 

12 전력용기기 491,054 431,125 -12.2 미국, 인도, 베트남, 사우
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13 항공기 및 부품 280,407 335,387 19.6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14 기타기계류 377,667 314,271 -16.8 홍콩, 중국, 베트남, 폴란
드, 인도, 미국, 일본 등

15 무기류 152,811 294,589 92.8 인도, UAE, 필리핀, 노르
웨이 등

16 철도차량 및 부품 91,835 277,592 202.3 인도, 튀니지,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터키, 홍콩 등

17 기구부품 242,466 274,575 13.2 베트남, 중국, 필리핀, 대
만, 태국 등

18 반도체 251,364 241,041 -4.1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19 선재, 봉강 및 철근 266,874 221,214 -17.1 대만, 일본, 인도,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등

20 철강판 276,763 219,612 -20.6 태국, 벨기에, 베트남, 폴
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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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원시 주요 수입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8
(천불)

2019
(천불)

증감
(%)

주요 수입국

1 원동기 및 펌프 660,556 719,443 8.9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스웨덴 등

2 기계요소 663,242 652,927 -1.6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루마니아 등

3 철강판 345,046 489,369 41.8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4 산업용 전기기기 409,846 349,516 -14.7 일본, 중국, 폴란드, 독일, 
멕시코, 미국 등

5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283,114 317,588 12.2 노르웨이, 독일, 일본, 미
국, 중국 등

6 항공기 및 부품 192,817 246,265 27.7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등

7 알루미늄 256,478 229,896 -10.4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등

8 금속공작기계 208,055 195,542 -6.0 독일, 일본, 중국, 루마니
아, 대만 등

9 전기부품 178,032 166,374 -6.5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인도 등

1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80,435 156,791 -13.1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

11 계측제어분석기 165,012 148,024 -10.3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체코 등

12 철강관 및 철강선 113,534 131,463 15.8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3 자동차부품 125,478 125,546 0.1 일본, 중국,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등

1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83,952 104,872 24.9 중국, 일본, 체코, 독일, 덴
마크, 핀란드 등

15 전력용기기 98,403 93,582 -4.9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

16 선재, 봉강 및 철근 99,447 88,875 -10.6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스웨덴 등

17 철도차량 및 부품 53,125 84,292 58.7 중국, 체코, 폴란드, 독일, 
일본, 인도 등

18 기타기계류 77,951 83,690 7.4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
아, 영국, 미국 등

19 니켈제품 118,826 80,793 -32.0 일본, 미국, 마다가스카르, 
중국, 프랑스 등

20 주단조품 66,937 79,248 18.4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
아, 독일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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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철도차량 및 부품(+58.7%), 철강판(41.8%), 항공기 
및 부품(+27.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24.9%), 주단조품(+18.4%), 
철강관 및 철강선(+15.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2.2%), 원동기 및 
펌프(+8.9%), 자동차부품(+0.1%) 등임. 

   • 반대로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은 니켈제품(-32.0%), 산업용 전기기기(-14.7%), 
합금철·선철 및 고철(-13.1%), 알루미늄(-10.4%), 선재·봉강 및 철근
(-10.6%), 계측제어분석기(-10.3%), 전기부품(-6.5%), 금속공자기계(-6.0%), 
전력용기기(-4.9%), 기계요소(-1.6%) 등임. 

   • 철강판, 전기부품, 선재·봉강 및 철근,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력용기
기, 철도차량 및 부품 등은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했음. 더불어 산업용 전기기기, 기타기계류 등은 일본, 금속공작기계는 독
일, 주단조품은 미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1/3 이상을 수입했음.   

  4. 지역별 무역수지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19년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92억 
3,945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517억 8,643만 불), 울산광역시
(367억 6,823만 불), 경북 구미시(158억 5,600만 불), 충북 청주시(139억 
1,886만 불), 경기 용인시(101억 4,068만 불)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총액은 창원시가 153억 179만 불로 울산광역시(695억 463만 불), 서
울특별시(574억 3,807만 불), 충남 아산시(542억 121만 불), 인천광역시
(380억 1,920만 불), 전남 여수시(252억 429만 불). 경북 구미시(183억 
47만 불), 충북 청주시(169억 4,269만 불), 경기 용인시(168억 6,399만 
불), 경기 화성시(162억 2,634만 불)에 이어 10번째임. 

   • 국내 주요 지자체에서 수출 감소를 보였음. 특히 경기 용인시가 전년대비 
47.3% 감소했고, 경기 이천시 30.9%, 충남 아산시가 16.1% 등 전국 대
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액 감소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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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54,201,214 
(-16.1%)

2,414,788 
(8.9%)

51,786,426 
(-17.0%)

56,616,002 
(-15.3%)

2 울산광역시 69,504,625 
(-0.9%)

32,736,392 
(-9.2%)

36,768,233 
(7.9%)

102,241,017 
(-3.7%)

3 경북 구미시 18,300,471 
(-11.8%)

2,444,473 
(-12.3%)

15,855,998 
(-11.7%)

20,744,944 
(-11.9%)

4 충북 청주시 16,942,688 
(-4.8%)

3,023,824 
(0.8%)

13,918,864 
(-6.0%)

19,966,512 
(-4.0%)

5 경기 용인시 16,863,989 
(-47.3%)

6,723,308 
(-4.3%)

10,140,681 
(-59.4%)

23,587,297 
(-39.6%)

6 경남 창원시 15,301,788 
(-5.0%)

6,062,343 
(3.3%)

9,239,445 
(-9.8%)

21,364,131 
(-2.8%)

7 경남 거제시 12,212,111 
(-0.6%)

3,077,076 
(150.0%)

9,135,035 
(-17.4%)

15,289,187 
(13.1%)

8 광주광역시 13,414,103 
(-8.5%)

5,898,827 
(-6.1%)

7,515,276 
(-10.4%)

19,312,930 
(-7.8%)

9 경기 화성시 16,226,364 
(-1.3%)

9,554,110 
(-21.2%)

6,672,254 
(55.1%)

25,780,474 
(-9.7%)

10 경기 파주시 7,794,450 
(-12.7%)

3,173,687 
(-5.4%)

4,620,763 
(-17.1%)

10,968,137 
(-10.7%)

11 경기 김포시 5,800,659 
(7.0%)

2,013,272 
(-2.1%)

3,787,387 
(12.5%)

7,813,931 
(4.5%)

12 충남 천안시 7,783,836 
(-2.5%)

4,467,715 
(-17.9%)

3,316,121 
(30.5%)

12,251,551 
(-8.8%)

13 경북 포항시 10,294,401 
(-5.6%)

7,132,453 
(0.5%)

3,161,948 
(-16.8%)

17,426,854 
(-3.2%)

14 대구광역시 7,491,385 
(-7.5%)

4,369,137 
(-6.1%)

3,122,248 
(-9.5%)

11,860,522 
(-7.0%)

15 경기 이천시 14,667,523 
(-30.9%)

11,628,910 
(-13.9%)

3,038,613 
(-60.7%)

26,296,433 
(-24.3%)

16 경기 안산시 7,458,280 
(-7.6%)

5,275,570 
(-13.4%)

2,182,710 
(10.5%)

12,733,850 
(-10.1%)

17 경기 광명시 3,283,314 
(4.1%)

1,359,195 
(-8.5%)

1,924,119 
(15.3%)

4,642,509 
(0.1%)

18 경남 양산시 3,221,214 
(1.1%)

1,701,010 
(-13.0%)

1,520,204 
(23.3%)

4,922,224 
(-4.3%)

19 전남 영암군 2,014,678 
(-15.4%)

540,055 
(22.7%)

1,474,623 
(-24.1%)

2,554,733 
(-9.5%)

20 경기 평택시 12,355,010 
(-11.4%)

11,075,884 
(-11.9%)

1,279,126 
(-7.1%)

23,430,894 
(-11.6%)

전국 542,333,337 
(-10.3%)

503,259,397 
(-6.0%)

39,073,940 
(-43.9%)

1,045,592,734 
(-8.3%)

※ (  )는 2018년 대비 증감률.
<자료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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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공단계별 수출입

   • 2019년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3) 수출이 70억 8,447만 불
로 전체 수출의 46.3%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실적임. 

    자본재4) 수출은 55억 4,555만 불로 전체 36.2%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
기 대비 11.7% 감소했음. 

   • 2019년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43억 8,980만 불로 전
체 수출의 72.4%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실적임. 

    자본재 수입은 12억 4,673만 불로 전체 20.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음.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2019년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제품의
성질

수출 수입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1차산품 14,434 15,076 4.4% 200,848 205,855 2.5%(0.1%) (0.1%) (3.4%) (3.4%)

소비재 2,141,829 2,362,698 10.3% 149,095 175,367 17.6%(13.3%) (15.4%) (2.5%) (2.9%)

자본재 6,277,100 5,545,548 -11.7% 1,281,784 1,246,734 -2.7%(39.0%) (36.2%) (21.8%) (20.6%)

중간재 7,525,537 7,084,474 -5.9% 4,178,300 4,389,798 5.1%(46.7%) (46.3%) (71.2%) (72.4%)

기타 153,282 293,991 91.8% 60,295 44,589 -26.0%(1.0%) (1.9%) (1.0%) (0.7%)
총계 16,112,182 15,301,788 -5.0% 5,870,322 6,062,343 3.3%

※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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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19년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교역액 48억 5,986만 불), 중국(33억 

4,817만 불), 일본(17억 6,508만 불), 독일(11억 7,763만 불), 베트남(9억 
2,312만 불) 등임. 

   • 창원은 최대 수출국이자 교역국인 미국에 39억 4,974만 불(+0.8%)을 수출
했고, 9억 1,011만 불(+3.9%)을 수입해 30억 3,963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주요 수출품은 냉장고(6억 1,931만 불), 섬유 및 화학기계(5억 
930만 불), 원동기 및 부품(4억 3,960만 불), 자동차(3억 1,320만 불), 자
동차부품(3억 611만 불), 금속공작기계(2억 8,601만 불), 건설광산기계(2억 
3,465만 불) 등으로 완성품 내구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함.

   • 창원의 對미 수출은 2018년 호조를 보였던 금속공작기계(-18.2%), 건설광
산기계(-16.2%)의 수출실적 감소에도 냉장고(+60.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8.4%), 항공기 및 부품(+25.5%), 자동차(+27.1%), 원동기 및 
펌프(+20.0%), 섬유 및 화학기계(+8.4%) 등 수송기계와 가정용전자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對미 수출실적 증가를 견인했음. 

   • 창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21억 4,470만 불(-26.0%)을 수출했고, 12
억 347만 불(-0.5%)을 수입해 9억 4,124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
음. 주요 수출품은 원동기 및 부품(3억 7,427만 불), 자동차부품(2억 
9,156만 불), 기계요소(2억 6,512만 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억 
4,069만 불), 건설광산기계(1억 6,475만 불)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강판(1
억 8,659만 불), 기계요소(1억 311만 불), 전기부품(6,081만 불) 등임.  

   • 중국에 이어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으로 6억 8,111만 불(-3.1%) 수출, 
10억 8,398만 불(-8.2%) 수입해 4억 287만 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
음. 주요 수출품은 기계요소(1억 2,859만 불), 자동차부품(7,351만 불), 
원동기 및 펌프(7,138만 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산업용 전기기기(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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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만 불), 기계요소(1억 5,736만 불), 원동기 및 펌프(1억 4,588만 
불), 합금철·선철 및 고철(5,136만 불) 등임. 

2019년 창원 주요 교역국
(단위 : 천불)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지수 총교역액

1 미국 3,949,743 
(0.8%)

910,112 
(13.5%) 3,039,631 4,859,855 

(2.9%)

2 중국 2,144,703 
(-26.0%)

1,203,466 
(-0.5%) 941,237 3,348,169 

(-18.5%)

3 일본 681,108 
(-3.1%)

1,083,976 
(-8.2%) -402,868 1,765,084 

(-6.3%)

4 독일 554,374 
(-9.4%)

623,258 
(-4.5%) -68,884 1,177,632 

(-6.9%)

5 베트남 744,097 
(45.4%)

179,020 
(6.6%) 565,077 923,117 

(35.8%)

6 인도 692,381 
(-6.9%)

99,536 
(-40.3%) 592,845 791,917 

(-13.0%)

7 멕시코 603,481 
(1.6%)

49,900 
(22.3%) 553,581 653,381 

(2.9%)

8 이탈리아 306,392 
(-18.6%)

102,642 
(26.8%) 203,750 409,034 

(-10.5%)

9 캐나다 352,897 
(9.0%)

25,237 
(7.6%) 327,660 378,134 

(8.9%)

10 우즈베키스탄 373,328 
(14.2%)

329 
(-68.7%) 372,998 373,657 

(13.9%)

11 벨기에 336,293 
(-4.1%)

21,133 
(44.7%) 315,161 357,426 

(-2.2%)

12 인도네시아 163,155 
(-36.3%)

193,572 
(110.1%) -30,417 356,727 

(2.5%)

13 태국 287,011 
(1.0%)

44,205 
(-7.8%) 242,807 331,216 

(-0.3%)

14 대만 218,627 
(8.8%)

112,085 
(-35.9%) 106,542 330,712 

(-11.9%)

15 영국 206,574 
(-11.5%)

102,994 
(-5.9%) 103,580 309,568 

(-9.7%)

총계 15,301,788 
(-5.0%)

6,062,343 
(3.3%) 9,239,445 21,364,131 

(-2.8%)
※ ( )는 2018년 대비 증감율
<자료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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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對일본의 주요 수입품은 대부분 중간재와 자본재들임. 창원 수출
은 이들을 수입해 가공 및 조립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성장해왔음. 결국 對중국 수출시장의 축소는 對일본 수입의 감소로 이어
지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창원의 주력 수출국임. 하지만, 중국 수출경기의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창원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 반대
로 對미국 수출은 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수출이 견조한 실적을 보이
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임. 

     중국 수출의 비중 감소분을 아세안과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꾸준히 
매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창원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

  <자료 : K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