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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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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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기간
  • 2021. 1. 18 ～ 19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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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2020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0.2% 감소한 152억 7,684만 불을 
기록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반기의 수출물량이 하
반기에 집중되면서 전체 수출실적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음. 산업별로 
‘전자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무기류’ 등이 호조를 보였음. 특히 2020
년 4분기부터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상반기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 수입실적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53억 8,145만 불을 기록했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감소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한데에는 수요감소와 더불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함께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 창원시 2020년(2019년 대비) 주요 수출입 동향
 ○ 수출      152억 7,684만 불 ( 0.2% ▼)
   수입           53억 8,145만 불 (11.2% ▼)
   무역수지      98억 9,539만 불 ( 7.1% ▲)
   총교역액    206억 5,829만 불 ( 3.3% ▼)
 → 자본재 수출입 증가, 중간재 수출입 감소... 
    신규 아이템과 미래 투자 증가했지만, 기존 산업 생산량은 감소 시사
 

◉ 수출입 비중
 ○ 수출 비중은 전국의 3.0%, 경남의 42.5%
 ○ 수입 비중은 전국의 1.2%, 경남의 30.8%
 ○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은 충남 아산시,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

주시에 이어 5번째 
 

◉ 2020년 주요수출국
 ○ 수출증가국 : 미국(+28.2%), 중국(+12.4%), 베트남(+11.7%), 대만(+27.5%),  

            브라질(+154.9%), 싱가포르(+181.7%), 호주(+71.4%) 등
           → 수출물량 하반기에 집중, 전장제품·가전제품 중심으로 증가  
 ○ 수출감소국 : 일본(-11.6%), 독일(-41.7%), 멕시코(-19.1%), 캐나다(-4.4%),
                우즈베키스탄(-12.9%), 태국(-15.4%), 벨기에(-23.9%) 등
           → 중간재, 부분품 중심 수출국가들 일제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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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년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20년 창원시 수출액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152억 7,684만 불, 수입

은 11.2% 줄은 53억 8,145만 불을 기록했음. 총교역액은 3.3% 감소한 
206억 5,829만 불이며,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가 커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98억 9,539만 불 실적을 올렸음. 

   • 같은 기간 경남 수출은 8.7% 감소한 359억 1,417만 불, 수입은 18.1% 
감소한 174억 9,354만 불을 기록했음. 전국 수출은 5.4% 감소한 5,127억 
8,873만 불, 수입은 7.1% 감소한 4,675억 4,872만 불 실적을 올렸음.

   • 2020년 창원 수출액은 경남 전체 수출의 42.5%, 전국의 3.0%를 차지했
고, 수입은 경남의 30.8%, 전국 1.2%를 점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남
의 53.7%, 전국 21.9%를 차지해, 경남과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
했음.

2020년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경남 [창원비중]창원

수출 15,276,838
(-0.2%)

35,914,174
(-8.7) 42.5 512,788,730

(-5.4) 3.0

수입 5,381,452
(-11.2)

17,493,542
(-18.1) 30.8 467,548,715

(-7.1) 1.2

무역수지 9,895,386
(7.1)

  18,420,632
(2.4) 53.7 45,240,015

(16.3) 21.9

총교역액 20,658,290
(-3.3)

53,407,716
(-12.04) 38.7 980,337,445

(-6.2) 2.1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2019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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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무역수지 흑자액
은 7.1% 증가한 98억 9,539만 불로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음.   

창원시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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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4,320,235 (4.5) 10,397,393 (10.9) 13,922,842 (0.2) 34,717,628 (6.4)
'12 23,759,449  (-2.3) 8,684,036  (-16.5) 15,075,413  (8.3) 32,443,485  (-6.6)
'13 19,699,784  (-17.1) 7,293,131  (-16.0) 12,406,653  (-17.7) 26,992,915  (-16.8)
'14 18,288,072  (-7.2) 7,412,655  (1.6) 10,875,417  (-12.3) 25,700,727  (-4.8)
'15 17,700,317  (-3.2) 6,053,697  (-18.3) 11,646,620  (7.1) 23,754,014  (-7.6)
'16 18,271,109  (3.2) 5,329,959  (-12.0) 12,941,150  (11.1) 23,601,068  (-0.6)
'17 17,608,232  (-3.6) 5,463,258  (2.5) 12,144,974  (-6.2) 23,071,490  (-2.2)
'18 16,112,181  (-8.5) 5,870,323  (7.5) 10,241,858  (-15.7) 21,982,504  (-4.7)
'19 15,301,288  (-5.0) 6,062,135  (3.3) 9,239,153  (-9.8) 21,363,423  (-2.8)
'20 15,276,838  (-0.2) 5,381,452  (-11.2) 9,895,386  (7.1) 20,658,290  (-3.3)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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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별 수출실적 

   • 창원시 산업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감을 보면 ‘전자부품’(+23.6%), ‘가정용 
전자제품’(+21.4%), ‘무기류’(+19.6%), ‘기초산업기계’(+9.7%)는 수출이 증가
했지만, ‘조선’(-23.3%), ‘전기기기’(-15.2%), ‘수송기계(조선제외)’(-12.2%), 
‘기계요소 및 금형’(-10.9%), ‘철강제품’(-10.0%), ‘산업기계’(-2.2%)는 감소
를 보였음. 

   • 2020년 수출 증가를 보인 산업 대부분은 4분기에 수출물량이 집중되었
음. 코로나19의 확산이 집중되었던 2분기를 최저점으로 3분기 조금씩 생
산과 물류가 재개되면서 회복했고, 4분기에는 묵혀있던 수출물량이 몰린 
경향을 보였음. 실제로 ‘가정용전자제품’ 수출의 경우 1·2분기 각각 11.6%, 
10.2% 감소한데 이어 3·4분기에 각각 53.5%, 63.5% 증가했고, ‘산업기계’ 
수출은 4분기 31.4%, ‘기초산업기계’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4.9%, 
18.0% 증가했음.

2020년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대비)
(단위 : %)

<자료 : KITA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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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1) 3단위 기준)

   • 2020년 창원시 주요 수출품(MTI 3단위 기준)은 ‘자동차 부품’(15억 8,396만 불), 
‘원동기 및 펌프’(14억 4,663만 불), ‘섬유 및 화학기계’(10억 4,997만 불), 
‘건설광산기계’(10억 932만 불), ‘냉장고’(9억 3,406만 불), ‘금속공작기계’(8억 
3,514만 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7억 8,864만 불) 등임. 

   •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계측제어분석기’(+288.3%), ‘철도차량 
및 부품’(+90.9%), ‘주방용품’(+41.5%), ‘섬유 및 화학기계’(+32.1%), ‘냉장
고’(+26.4%), ‘무기류’(+19.6%), ‘기구부품’(+12.2%), ‘반도체’(+11.6%), ‘가
정용 회전기기’(+11.9%) 등임. 

     반대로 전년 대비 감소를 보인 수출품목은 ‘자동차’(-35.7%), ‘전력용 기
기’(-26.6%), ‘금속공작기계’(-25.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3.3%), 
‘자동차부품’(-11.9%), ‘기계요소’(-11.5%), ‘기타기계류’(-10.3%), ‘건설
광산기계’(-7.6%) 등임.

   •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창원 수출이 2019년 수준에 근접한 것
은 ‘섬유 및 화학기계’,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 ‘주방용품’ 등 가전
제품과 ‘계측제어분석기’, ‘반도체’, ‘기부부품’ 등 전장기기 수출이 큰 폭
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특히 이들 품목은 코로나19 확산과 영향이 본
격화한 2분기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4분기에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음. 단, 기존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 

 

   • 개별 수출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원동기 및 부품’, ‘섬유 및 화학기
계’, ‘냉장고’, ‘금속공작기계’, ‘자동차’, ‘가정용 회전기기’, ‘주방용품’ 등은 
對미 수출이 해당 품목 창원 총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했음. ‘계측제어분
석기’, ‘기계요소’,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구부품’ 등은 중국, ‘무기
류’는 노르웨이, ‘기구부품’은 베트남이 1/3 이상 높은 비중을 점했음. 

1)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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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원시 주요 수출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9 2020 증감 주요수출국

1 자동차부품 1,798,218 1,583,958 -11.9%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2 원동기 및 펌프 1,386,537 1,446,628 4.3%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
아 등

3 섬유 및 화학기계 795,099 1,049,971 32.1% 미국, 캐나다, 중국 등

4 건설광산기계 1,092,800 1,009,321 -7.6% 중국, 벨기에, 미국, 러시
아 등

5 냉장고 739,132 934,060 26.4%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
라엘 등

6 금속공작기계 1,115,713 835,139 -25.1%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등

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45,339 788,635 5.8% 미국, 네덜란드, 오만, 중

국, 베트남, UAE 등

8 기계요소 868,816 768,634 -11.5%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등

9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714,922 548,578 -23.3% 중국, 싱가포르, 마셜제도, 

라이베리아 등

10 자동차 831,048 534,434 -35.7%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등

11 철도차량 및 부품 277,592 529,800 90.9% 호주, 홍콩, 카자흐스탄, 
인도, 이집트 등

12 가정용 회전기기 449,705 503,156 11.9% 미국, 대만, 호주, 폴란드 
등

13 무기류 294,589 352,249 19.6%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인도 등

14 전력용기기 431,129 316,451 -26.6%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
아, 오만 등

15 기구부품 274,575 308,048 12.2%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6 기타기계류 314,179 281,761 -10.3% 홍콩,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7 반도체 241,041 269,032 11.6%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18 주방용품 172,195 243,739 41.5% 미국, 캐나다, UAE, 호주 
등

19 철강판 219,420 232,020 5.7% 태국, 베트남, 러시아, 멕
시코 등

20 계측제어분석기 52,961 205,674 288.3% 중국, 일본, 베트남, 노르
웨이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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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수입품목(MTI 4단위 기준)

   • 창원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부품’(15억 8,396만 불), ‘원동기 및 펌프’(14억 
4,663만 불), ‘섬유 및 화학기계’(10억 4,997만 불), ‘건설광산기계’(10억 932
만 불), ‘금속공작기계’(8억 3,514만 불) 등임.

   • 전년 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계측제어분석기’(+138.8%), ‘전력용기
기’(+52.7%), ‘반도체’(+28.3%), ‘자동차부품’(+25.6%), ‘기타기계류’(+11.8%), 
‘철도차량 및 부품’(+1.3%), ‘전자응용기기’(+1.1%) 등임. 

    반대로 수입액 감소를 보인 품목은 ‘합금철·선철 및 고철’(-44.2%), ‘철강
판’(-39.7%), ‘금속공작기계’(-38.9%), ‘알루미늄’(-28.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7.5%), ‘항공기 및 부품’(-22.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8.8%), 
‘전기부품’(-16.1%) 등임. 

   • 전년 대비 수입이 2자리 수 감소를 보인 가운데, 생산실적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원자재와 중간재 관련 품목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임. ‘철
강판’, ‘철강관 및 철강선’,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등 원자재의 경
우 생산량 감소와 원자재가격 하락이 겹쳐 수입액 기준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더불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기계요소’ 등 단기적으로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과 
해당부품을 활용하는 동 품목의 수출이 함께 감소했음. 

   • 개별 수입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원동기 및 펌프’, ‘항공기 및 부품’, 
‘알루미늄’, ‘주단조품’은 미국, ‘계측제어분석기’, ‘산업용 전기기기’, ‘기타
기계류’, ‘합금철·선철 및 고철’은 일본, ‘철강판’, ‘전기부품’, ‘철도차량 및 
부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반도체’, ‘철강관 및 철강선’은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해당품목 전체 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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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원시 주요 수입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19 2020 증감 주요수입국

1 원동기 및 펌프 719,451 642,127 -10.7%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2 기계요소 653,066 583,647 -10.6% 일본, 독일, 중국, 미국 등

3 계측제어분석기 148,024 353,431 138.8%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등

4 산업용 전기기기 349,516 324,631 -7.1%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

5 철강판 489,369 295,062 -39.7% 중국, 인도네시아 등

6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317,588 230,195 -27.5%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7 항공기 및 부품 246,265 191,252 -22.3% 미국, 영국, 중국 등

8 알루미늄 229,891 163,697 -28.8%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

9 자동차부품 125,546 157,641 25.6%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0 전력용기기 93,582 142,892 52.7%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오
스트리아 등

11 전기부품 166,374 139,517 -16.1% 중국, 미국, 일본 등

12 금속공작기계 195,542 119,546 -38.9%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13 기타기계류 83,690 93,536 11.8%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14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56,568 87,409 -44.2% 일본, 카즈흐스탄, 러시아 

등

15 철도차량 및 부품 84,292 85,428 1.3% 중국, 독일, 체코, 미국, 일
본 등

1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04,864 85,122 -18.8% 중국, 일본, 체코 등

17 반도체 62,593 80,292 28.3% 중국, 싱가포르 등

18 철강관 및 철강선 131,463 75,393 -42.7%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19 전자응용기기 74,076 74,876 1.1% 프랑스, 중국 등

20 주단조품 79,248 73,691 -7.0% 미국, 일본,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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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2) 수출이 65억 9,226만 불로 전
체 수출의 43.2%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실적임. 자본재3) 
수출은 58억 8,696만 불로 전체 38.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2% 늘었
음. 

   • 2020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36억 833만 불로 전체 수입의 
67.1%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대비 17.8% 감소한 실적임. 자본재 수입은 13
억 3,505만 불로 전체 24.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7.51% 증가했음. 

   • 산업트렌드 적응과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되는 자본재 수출과 수입은 거
래량이 증가한 반면, 기존 아이템이 생산에 활용되는 중간재의 수출입은 
감소한 모습임. 

2)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3)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2020년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수출 수입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1차산품 15,102 11,436 -24.3% 205,846 171,911 -16.5%(0.1) (0.1) (3.4) (3.2)

소비재 2,362,688 2,434,746 3.0% 175,339 192,876 10.0%(15.4) (15.9) (2.9) (3.6)

자본재 5,545,116 5,886,962 6.2% 1,246,778 1,335,054 7.1%(36.2) (38.5) (20.6) (24.8)

중간재 7,084,391 6,592,264 -6.9% 4,389,584 3,608,328 -17.8%(46.3) (43.2) (72.4) (67.1)

기타 293,991 351,430 19.5% 44,589 73,283 64.4%(1.9) (2.3) (0.7) (1.4)
총계 15,301,288 15,276,838 -0.2% 6,062,136 5,381,452 -11.2%

※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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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20년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총교역액 52억 2,013만 불), 중국(34억 

5,387만 불), 일본(16억 5,958만 불), 베트남(10억 6,521만 불), 독일(8억 
7,705불), 멕시코(5억 2,404만 불) 등임. 

   • 창원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으로 43억 353만 불(+28.2%) 
수출해 창원 총 수출의 28.2%를, 9억 1,660만 불(+0.7%) 수입해 창원 
총 수입의 17.0%를 차지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33억 8,694만 불로 창
원 총 무역수지 흑자액의 34.2%를 점했음.

     창원의 對미 수출은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 ‘접시세척기’ 등 내구소
비재를 중심으로 4분기에 수출이 집중되었음. 

   • 미국에 이어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 24억 962만 불(+12.4%) 수출해 
창원 총 수출의 15.8%를, 10억 4,424만 불(-13.2%) 수입해 창원 총 수
입의 19.4%를 차지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13억 6,538만 불로 창원 총 
무역수지 흑자액의 13.8%를 점했음. 

     창원의 對중 수출은 ‘건설중장비’, ‘분석시험기’, ‘화학기계’, ‘원동기’ 등 
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음. 수입에 있어서는 거래 비중이 높은 원자재(철강
제품 등)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임. 

     창원 최대 수입국인 일본으로 6억 214만 불(-11.6%) 수출해 창원 총 수
출의 3.9%를, 10억 5,744만 불을 수입해 창원 총 수입의 19.6%를 차지
했음. 무역수지는 4억 5,529만 불 적자를 기록했음.  

   • 일부 유럽국가(무기류 수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는 하반기에 집중되었
음. 가장 큰 폭의 교역액 증가를 보인 홍콩은 2분기 처리하지 못한 기타
기계류(반도체 제조기기) 수출이 3분기에 이루어졌고, 철도차량(전철) 및 
부품 인도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싱가포르는 선박(탱커) 수출이 3분기
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생산가동으로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수출이 6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베트남의 경우 광학렌즈와 운반하역기계부품 수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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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원 주요 교역국(지역) 비중
(단위 : 천불, %)

국가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무역수지 총교역액  (증감)

미국 4,303,533 (28.2) 916,598 (0.7) 3,386,935 5,220,131 (7.4)
[28.2] [17.0] [34.2] [25.3]

중국 2,409,622 (12.4) 1,044,244 (-13.2) 1,365,378 3,453,866 (3.2)
[15.8] [19.4] [13.8] [16.7]

일본 602,144 (-11.6) 1,057,437 (-2.5) -455,292 1,659,581 (-6.0)
[3.9] [19.6] [-4.6] [8.0]

베트남 831,421 (11.7) 233,790 (30.6) 597,631 1,065,211 (15.4)
[5.4] [4.3] [6.0] [5.2]

독일 323,013 (-41.7) 554,041 (-11.1) -231,028 877,054 (-25.5)
[2.1] [10.3] [-2.3] [4.2]

멕시코 488,401 (-19.1) 35,637 (-28.6) 452,763 524,038 (-19.8)
[3.2] [0.7] [4.6] [2.5]

인도 402,946 (-41.8) 37,299 (-62.5) 365,647 440,245 (-44.4)
[2.6] [0.7] [3.7] [2.1]

대만 278,746 (27.5) 93,294 (-16.8) 185,452 372,040 (12.5)
[1.8] [1.7] [1.9] [1.8]

캐나다 337,379 (-4.4) 29,529 (17.0) 307,850 366,908 (-3.0)
[2.2] [0.5] [3.1] [1.8]

우즈베키
스탄

325,044 (-12.9) 1 (-99.8) 325,044 325,045 (-13.0)
[2.1] [0.0] [3.3] [1.6]

브라질 280,662 (154.9) 27,055 (30.9) 253,607 307,717 (135.3)
[1.8] [0.5] [2.6] [1.5]

싱가포르 289,384 (181.7) 17,613 (67.4) 271,771 306,997 (171.0)
[1.9] [0.3] [2.7] [1.5]

호주 268,548 (71.4) 23,354 (-44.8) 245,194 291,902 (46.7)
[1.8] [0.4] [2.5] [1.4]

태국 242,738 (-15.4) 45,362 (2.6) 197,376 288,100 (-13.0)
[1.6] [0.8] [2.0] [1.4]

노르웨이 190,349 (456.5) 97,549 (-22.3) 92,800 287,898 (80.2)
[1.2] [1.8] [0.9] [1.4]

벨기에 256,056 (-23.9) 22,226 (5.2) 233,830 278,282 (-22.1)
[1.7] [0.4] [2.4] [1.3]

러시아 250,345 (9.3) 23,747 (-59.7) 226,598 274,092 (-4.9)
[1.6] [0.4] [2.3] [1.3]

홍콩 265,067 (85.5) 6,950 (61.7) 258,117 272,017 (84.8)
[1.7] [0.1] [2.6] [1.3]

폴란드 219,502 (41.7) 46,008 (-5.4) 173,494 265,510 (30.4)
[1.4] [0.9] [1.8] [1.3]

총계 15,276,838 (100.0) 5,381,452 (100.0) 9,895,386 20,658,290 (100.0)
※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이며,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무역수지 중 비중
<자료 : KITA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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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20년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98억 
9,539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565억 9,350만 불), 울산광역시
(278억 890만 불), 경북 구미시(173억 2,813만 불), 충북 청주시(163억 
9,047만 불)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은 충남 아산시(590억 134만 불), 울산광역시(560억 6,268만 불), 서
울특별시(533억 7,728만 불) 등에 이어 11번째를 기록했고, 수입은 서울
특별시(1,478억 4,409만 불), 인천광역시(385억 8,730만 불), 경기 수원
시(374억 8,401만 불) 등에 이어 16번째에 이름을 올렸음. 

2020년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 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59,001,341 2,407,841 56,593,500 61,409,182
(8.9) (-0.3) (8.5)

2 울산광역시 56,062,677 28,253,780 27,808,897 84,316,457
(-19.4) (-13.7) (-17.6)

3 경북 구미시 19,533,329 2,205,198 17,328,131 21,738,527
(6.8) (-9.8) (4.8)

4 충북 청주시 19,468,090 3,077,624 16,390,466 22,545,714
(14.9) (1.8) (12.9)

5 경남 창원시 15,276,838 5,381,452 9,895,386 20,658,290
(-0.2) (-11.2) (-3.3)

6 경기 용인시 17,420,336 8,119,364 9,300,972 25,539,700
(3.3) (20.7) (8.3)

7 경남 거제시 10,985,338 2,086,240 8,899,098 13,071,578
(-9.9) (-32.2) (-14.4)

8 경기 이천시 16,320,847 10,652,391 5,668,457 26,973,238
(11.3) (-8.4) (2.6)

9 광주광역시 14,357,387 8,715,887 5,641,501 23,073,274
(2.8) (8.0) (4.7)

10 전남 여수시 19,441,879 15,592,541 3,849,338 35,034,420
(-22.9) (-35.4) (-29.0)

총계 512,788,730 467,548,715 45,240,014 980,337,445
(-5.4) (-7.1) (-6.2)

※ (  )는 2019년 대비 증감율임.
<자료 : 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