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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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3. 조사방법
  • 한국무역협회, 창원상공회의소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

 4. 조사기간
  • 2022. 7. 18 ～ 21
 
 5. 조사사항
  • 수출입량 변화(전년동기대비)
  • 수출입 비중(전국, 경남)
  • 무역수지 실적 등
  • 주요 수출입 품목
  • 가공단계별 수출입
  • 주요 지역별 및 교역국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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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약 및 시사점

◉ 2022년 상반기 창원지역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89억    
616만 불, 수입은 6.1% 증가한 30억 962만 불을 기록했음. 

   창원지역 수출액 비중은 경남 전체 수출의 49.8%, 전국의 2.5%를 차지
했고, 수입은 경남의 22.2%, 전국 0.8%를 점했음.  

   상반기 창원지역 무역수지는 58억 9,653만 불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하였고 경남은 56.8% 감소, 전국은 적자 전환하였음. 

◉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창원지역 수출실적이 대중
국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임. 

   1차산품(원자재)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창원지역 
기업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022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대비)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 수출        89억 616만 불    ( 2.8% ▲)
   수입        30억 962만 불    ( 6.1% ▲)
   무역수지    58억 9,653만 불  ( 1.2% ▲)
   총교역액    119억 1,578만 불  ( 3.6% ▲)

◉ 2022년 상반기 창원지역 수출입 비중
 ○ 수출 비중은 전국의 2.5%, 경남의 49.8%
 ○ 수입 비중은 전국의 0.8%, 경남의 22.2%
 ○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은 충남 아산시,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

주시에 이어 5번째

◉ 2022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대비) 창원지역 주요국 수출 실적
 ○ 미국(13.1%▲) : 내구소비재와 산업기계류 중심으로 창원 수출 증가세 주도 
    - 접시세척기(68.5%▲), 기타난방및전열기기(44.7%▲), 공기조절기(+66.8%▲), 
      금속절삭가공기계(26.1%▲), 펌프(23.2%▲) 
 ○ 중국(15.5%▼) : 전자부품 품목 수출 증가했으나, 일부 기계류 수출 감소
    - 기타기계류(190.7%▲), 인쇄회로(48.7%▲), 연결부품(23.9%▲), 
      집적회로반도체부품(41.0%▲), 원동기(57.9%▼), 건설중장비(52.0%▼), 
      금속절삭가공기계(43.3%▼) 자동차부품(20.6%▼), 광물가공기계(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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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상반기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22년 상반기 창원시 수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89억 616만 불, 

수입은 6.1% 증가한 30억 962만 불을 기록했음. 총 교역액은 3.6% 증가
한 119억 1,578만 불이며,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액이 커 무역수지 흑자
액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58억 9,653만 불 실적을 올렸음. 

   • 같은 기간 경남 수출은 10.7% 감소한 178억 6,930만 불, 수입은 34.7% 
증가한 135억 8,614만 불을 기록했음. 전국 수출은 15.6% 증가한 3,504
억 5,516만 불, 수입은 26.3% 증가한 3,608억 1,117만 불 실적을 올렸음.

   • 2022년 상반기 창원 수출액은 경남 전체 수출의 49.8%, 전국의 2.5%를 
차지했고, 수입은 경남의 22.2%, 전국 0.8%를 점했음. 무역수지는 경남
의 경우 56.8%　감소하고, 전국은 적자 전환하였음.

2022년 상반기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
경남 [창원비중]

창원

수출 8,906,155
(2.8)

17,869,300
(-10.7) 49.8 350,455,160

(15.6) 2.5

수입 3,009,621
(6.1)

13,586,140
(34.7) 22.2 360,811,171

(26.3) 0.8

무역수지 5,896,534
(1.2)

4,283,160
(-56.8) - -10,356,011

(적자전환) -

총교역액 11,915,776
(3.6)

31,455,440
(4.5) 37.9 711,266,331

(20.8) 1.7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임. 



- 4 -

   • 2015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온 창원시 수출액과 총 교역액이 지
난해 상반기 반등 후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2021년 상
반기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창원지역 수출실적이 대중
국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임.

창원시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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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 10,472,134 (-19.1) 3,822,542 (-20.5) 6,649,592 (-18.2) 14,294,676 (-19.5)
'14 상 9,335,450 (-10.9) 3,659,341 (-4.3) 5,676,109 (-14.6) 12,994,791 (-9.1)
'15 상 9,835,254 (5.4) 3,261,127 (-10.9) 6,574,127 (15.8) 13,096,381 (0.8)
'16 상 9,503,076 (-3.4) 2,623,275 (-19.6) 6,879,801 (4.6) 12,126,351 (-7.4)
'17 상 8,693,511 (-8.5) 2,770,586 (5.6) 5,922,925 (-13.9) 11,464,097 (-5.5)
'18 상 8,397,537 (-3.4) 2,976,651 (7.4) 5,420,886 (-8.5) 11,374,188 (-0.8)
'19 상 8,001,959 (-4.7) 3,171,990 (6.6) 4,829,969 (-10.9) 11,173,949 (-1.8)
'20 상 7,033,916 (-12.1) 2,737,257 (-13.7) 4,296,659 (-11.0) 9,771,173 (-12.6)
'21 상 8,662,636 (23.2) 2,836,457 (3.6) 5,826,194 (35.6) 11,499,093 (17.7)
'22 상 8,906,155 (2.8) 3,009,621 (6.1) 5,896,534 (1.2) 11,915,776 (3.6)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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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1) 4단위 기준)

   • 2022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MTI 4단위 기준)은 ‘자동차 부품’(9억 4,015
만 불), ‘냉장고’(7억 7,328만 불), ‘건설중장비’(5억 7,817만 불), ‘금속절삭가
공기계’(5억 5,995만 불), ‘섬유기계’(4억 2,848만 불) 등임.

   •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가열난방기’(+58.2%), ‘접시세척기’(+
58.2%), ‘기타난방및전열기기’(+44.8%), ‘인쇄회로’(+35.5%), ‘항공기부품’(+
33.1%),‘집적회로반도체부품’(+28.6%), ‘냉장고’(+18.6%), ‘승용차’(+18.6%). 
‘금속절삭가공기계’(+13.7%), ‘세탁기’(+8.7%) 등임.

 
   • 반대로 전년동기대비 감소를 보인 수출품목은 ‘원동기’(-28.5%), ‘철도차

량’ (-19.1%), ‘기타기계류’(-16.2%) 등임.

   •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진 ‘접시세척기’는 캐나다(+81.8%), 미국(+68.5%), 
스페인(+59.6%), 호주(+33.3%)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미국으로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57.0%), 냉장고(+15.7%), 세탁기(+7.9%) 
등 가전제품의 수출도 증가를 보였음. 미국은 창원지역 가전제품 수출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임.

     창원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은 러시아(+108.2%), 브라질(+17.5%) 
미국(+14.7%)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베트남(-28.4%), 중국(-20.6%), 
캐나다(-16.3%), 일본(-6.8%) 등 주력 수출국가의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실적이 약간의 부진을 나타냈음

1)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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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4단위) 2021 상 2022 상 증감 주요수출국

1 자동차부품 943,276 940,150 -0.3%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중국

2 냉장고 651,953  773,278  18.6% 미국, 캐나다, 호주, UAE

3 건설중장비 594,955  578,166  -2.8% 벨기에, 미국, 브라질  ,중
국, 영국

4 금속절삭가공기계 492,463  559,954  13.7% 미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튀르키예, 인도

5 섬유기계 406,264  428,481  5.5% 미국, 캐나다, 대만

6 펌프 400,351  409,388  2.3% 미국, 중국, 멕시코

7 세탁기 341,931  371,826  8.7%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중국

8 철도차량 416,155  336,481  -19.1% 대만, 독일, 홍콩, 호주, 미
국, 중국, 이집트

9 공기조절기 350,511  335,468  -4.3% 미국, 네덜란드, 중국, UAE, 
캐나다, 독일

10 원동기 409,899  293,209  -28.5%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11 접시세척기 164,901  260,857  58.2% 미국, 캐나다, UAE

12 집적회로반도체부품 159,385  205,044  28.6%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
만, 필리핀

13 베어링 167,577  176,907  5.6% 독일, 미국, 중국, 일본

14 승용차 143,083  169,626  18.6%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15 기타기계류 181,945  152,491  -16.2%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
남

16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100,776  145,927  44.8% 미국, 캐나다

17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125,106  130,170  4.0% 중국, 미국, 루마니아

18 가열난방기 68,772  108,817  58.2%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19 항공기부품 80,892  107,685  33.1% 미국, 베트남, 독일

20 인쇄회로 76,767  104,011  35.5% 중국, 필리핀, 베트남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3이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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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수입품목(MTI2) 4단위 기준)

   • 2022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MTI 4단위 기준)은 ‘원동기’(1억 5,068만 
불), ‘펌프’(1억 2,385만 불), ‘자동화기기’(1억 2,188만 불), ‘항공기부품’(1억 
2,108만 불), ‘자동차부품’(1억 1,498만 불) 등임.

   • 전년동기대비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고철’(+232.3%), ‘합금철’(+149.8%), 
‘동조가공품’(+35.1%), ‘열연강판’(+35.0%), ‘철도차량부품’(+32.1%), ‘금속공
작기계부품’(+32.1%), ‘밸브’(+22.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21.0%), ‘자동
화기기’(+15.3%), ‘기타기계요소’(+14.1%) 등임.

 
   • 반대로 수입액 감소를 보인 품목은 ‘선박용 부품’(-17.4%), ‘항공기부품’(-17.

1%), ‘원동기’(-17.0%), ‘전동축 및 기어’(-6.2%), ‘베어링’(-5.1%) 등임

   • 창원 수입은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의 비중이 매우 높음. 창원의 주요 수
출대상국이기도 한 이들 4개 국가는 창원 전체 수입의 63.9%를 점했음. 

     창원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열연강판’, ‘금속공작기계부품’, 
‘기타기계요소’, ‘철강관’, ‘공기조절기’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고, 
일본으로부터 ‘자동화기기’, ‘고철’, ‘베어링’, ‘분석시험기’, ‘동조가공품’ 
등에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였음.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부품’, ‘펌프’, ‘알루
미늄괴 및 스크랩’에, 독일로부터 ‘자동차부품’, ‘원동기’, ‘철도차량부품’
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였음. 

2) 무역동향분석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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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
 (단위 : 천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21 상 2022 상 증감 주요수입국

1 원동기 181,608 150,678 -17.0%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프
랑스

2 펌프 128,420  123,852  -3.6%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3 자동화기기 105,752  121,881  15.3% 일본, 독일, 폴란드

4 항공기부품 146,101  121,075  -17.1% 미국, 베트남, 영국

5 자동차부품 110,716  114,975  3.8% 독일, 중국, 베트남, 일본

6 베어링 103,855  98,533  -5.1% 일본, 독일, 중국

7 기타기계요소 73,779  84,213  14.1% 중국, 일본, 미국

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66,033  79,884  21.0% 미국, 대만, UAE, 인도

9 전동축 및 기어 82,242  77,131  -6.2%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대
만

10 합금철 29,686  74,145  149.8%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인도
네시아, 남아공, 말레이시아

11 철도차량부품 54,278  71,675  32.1% 독일, 중국, 일본

12 금속공작기계부품 44,835  56,815  26.7% 중국, 대만

13 고철 16,946  56,307  232.3% 일본, 러시아

14 선박용 부품 68,021  56,163  -17.4% 노르웨이, 영국, 중국, 일본

15 열연강판 40,383  54,536  35.0% 중국, 인도네시아

16 동조가공품 37,286  50,391  35.1%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17 밸브 40,459  49,663  22.7% 노르웨이, 미국, 일본,  영국, 
중국

18 전동기 44,246  49,099  11.0% 베트남, 중국, 일본

19 철강관 40,711  44,876  10.2% 중국, 일본, 스페인, 인도, 루
마니아

20 집적회로반도체 42,112  44,079  4.7% 싱가포르, 중국,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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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3) 수출이 37억 
1,451만 불로 전체 수출의 41.7%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한 실적임.

    자본재4) 수출은 33억 8,492만 불로 전체 38.0%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음. 

   •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 중간재 수입이 20억 8,460만 불로 전체 수입의 
69.3%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실적임. 

      반면 자본재 수입은 5억 5,099만 불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으며, 전년동
기대비 15.9% 감소했음.

   • 1차산품 수입액은 1억 6,745만 불로 전년대비 77.3% 증가하였으며,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22년 상반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

수출 수입
‘21 상 ‘22 상 증감률 ‘21 상 ‘22 상 증감률

1차산품 8,964 9,947 11.0% 94,428 167,452 77.3%(0.1) (0.1) (3.3) (5.6)
소비재 1,414,436 1,702,186 20.3% 104,287 119,950 15.0%(16.3) (19.1) (3.7) (4.0)
자본재 3,527,641 3,384,918 -4.0% 655,209 550,986 -15.9%(40.1) (38.0) (23.1) (18.3)
중간재 3,672,215 3,714,507 1.2% 1,941,492 2,084,600 7.4%(42.4) (41.7) (68.4) (69.3)
기타 39,380 94,597 140.2% 41,026 86,634 111.2%(0.5) (1.1) (1.4) (2.9)
총계 8,662,636 8,906,155 2.8% 2,836,442 3,009,622 6.1%

※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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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58
억 9,653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380억 3,027만 불), 울산광역
시(181억 989만 불), 경북 구미시(106억 3,359만 불), 충북 청주시(105
억 8,600만 불)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은 울산광역시(445억 4,918만 불), 충남 아산시(397억 3,080만 불), 
서울특별시(350억 9,836만 불) 등에 이어 13번째를 기록했고, 

     수입은 서울특별시(1,063억 1,926만 불), 인천광역시(340억 3,896만 불), 
울산광역시(264억 3,929만 불) 등에 이어 21번째에 이름을 올렸음. 

2022년 상반기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

지 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39,730,801 1,700,536 38,030,265 41,431,337 
(20.7) (11.2) (20.3)

2 울산광역시 44,549,177 26,439,288 18,109,889 70,988,465 
(25.9) (44.1) (32.1)

3 경북 구미시 12,052,860 1,419,269 10,633,591 13,472,129 
(5.8) (4.1) (5.6)

4 충북 청주시 12,890,393 2,304,397 10,585,996 15,194,790 
(19.6) (21.8) (19.9)

5 경남 창원시 8,906,155 3,009,621 5,896,534 11,915,776 
(2.8) (6.1) (3.6)

6 경기 용인시 9,380,292 5,030,273 4,350,019 14,410,565 
(2.0) (27.8) (9.7)

7 광주광역시 8,880,602 4,615,117 4,265,485 13,495,719 
(8.0) (18.6) (11.4)

8 전남 여수시 19,406,375 16,818,046 2,588,329 36,224,421 
(49.2) (55.8) (52.2)

9 경남 거제시 3,205,400 1,164,955 2,040,445 4,370,355 
(-47.5) (5.1) (-39.4)

10 경기 이천시 10,236,694 8,277,028 1,959,666 18,513,722 
(9.5) (28.2) (17.2)

총계 350,455,160 360,811,171 -10,356,011 711,266,331 
(15.6) (26.2) (20.8)

※ (  )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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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22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총 교역액 33억 869만 불), 중국(1
7억 3,197만 불), 일본(8억 8,952만 불), 독일(5억 4,598만 불), 베트남(4억 
8,989만 불) 등임. 

   • 창원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인 미국에 29억 438만 불(+13.1%)을 
수출했고, 4억 431만 불(-10.5%)을 수입해 25억 7만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창원 對미 수출실적 품목 중 ‘접시세척기’(+68.5%),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4
4.7%), ‘냉장고’(+15.7%) 등 내구소비재와 ‘공기조절기’(+38.9%), ‘금속절삭가공
기계’(+26.1%), ‘펌프’(+23.2%) 등 주로 산업기계류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 두 번째 교역국인 중국으로는 10억 4,749만 불(-15.5%)을 수출했고, 6억 
8,448만 불(+8.6%)을 수입해 3억 6,301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창원의 對중 수출이 감소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주요 수출품 중 ‘기타기
계류’(+190.7%), ‘인쇄회로’(+48.7%), ‘연결부품’(+46.8%), ‘집적회로반도체
부품’(+41.0%), ‘공기조절기’(+29.9%)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원동기’(-
57.9%), ‘건설중장비’(-52.0%), ‘금속절삭가공기계’(-43.3%), ‘자동차부품’
(-20.6%), ‘광물가공기계’(-16.3%) 등 일부 기계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음. 

   • 일본은 중국 다음의 최대 수입국으로 3억 3,847만 불을 수출했고 5억 5,1
05만 불을 수입하여 2억 1,258만 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수입품
목 중 ‘고철’(+281.8%), ‘동조가공품’(+47.1%), ‘자동화기기’(+22.9%)의 수
입액 증가가 두드려졌음.

     독일은 ‘항공기부품’(+328.5%), ‘공기조절기’(+136.3%), ‘금속절삭가공기
계’(+33.0%) 등으로 인해 수출실적 증가를 보였으며, 베트남은 ‘원동기’(-
71.6), ‘연결부품’(-50.4%), ‘광학기기부품’(-34.1%), ‘자동차부품’(-28.4%)

     으로 인해 수출실적 감소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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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창원 주요 교역국
(단위 : 천불, %)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미국 2,904,381  404,309  2,500,072  3,308,690  

(13.1) (-10.5) (9.6)
2 중국 1,047,488  684,479  363,009  1,731,967  

(-15.5) (8.6) (-7.4)
3 일본 338,466  551,050  -212,584  889,516  

(0) (-0.2) (-0.1)
4 독일 263,662  282,319  -18,657  545,981  

(32.1) (2.5) (15.0)
5 베트남 340,076  149,818  190,258  489,894  

(-7.6) (24.0) (0.2)
6 멕시코 372,619  18,827  353,792  391,446  

(23.9) (-10.3) (21.7)
7 대만 297,193  67,038  230,155  364,231  

(61.3) (19.3) (51.5)
8 캐나다 317,519  13,522  303,997  331,041  

(41.8) (-9.3) (38.6)
9 인도(인디아) 164,823  34,827  129,996  199,650  

(6.0) (51.7) (11.9)
10 브라질 183,183  13,439  169,744  196,622  

(12.0) (-13.5) (9.8)
11 벨기에 180,684  5,627  175,057  186,311  

(27.8) (31.8) (27.9)
12 이탈리아 134,181  45,389  88,792  179,570  

(26.0) (-27.1) (6.4)
13 우즈베키스탄 169,548  0 169,548  169,548  

(12.9) (-100.0) (12.9)
14 태국 139,995  23,410  116,585  163,405  

(-13.3) (28.1) (-9.1)
15 네덜란드 156,605  4,909  151,696  161,514  

(4.0) (-26.0) (2.7)
16 러시아 121,634  31,699  89,935  153,333  

(-48.4) (114.8) (-38.7)
17 호주 121,816  18,122  103,694  139,938  

(-36.1) (32.0) (-31.5)
18 튀르키예 103,829  13,490  90,339  117,319  

(14.0) (202.3) (22.8)
19 싱가포르 91,558  23,703  67,855  115,261  

(149.8) (42.4) (116.2)
20 사우디아라비아 104,584  88 104,496  104,672  

(45.5) (-51.8) (45.2)
총계 8,906,155 3,009,621 5,896,534 11,915,776 

(2.8) (6.1) (3.6)
※ ( )는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감율
<자료 : K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