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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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

 3. 조사방법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창원상의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

 4. 조사기간

  • 2021. 7. 1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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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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누적) 창원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86
억 6,483만 불을 기록했음. 코로나19로 지체되었던 수출이 생산과 물류 
재개로 지난해 4분기 반등한 이후, 추세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회복하면서 가정용전자제품의 수출이 
79.4% 증가했으며, 지체되어있던 각국의 산업 및 인프라 투자도 회복하
면서 산업기계와 기초산업기계 등 자본재 수출도 32.3% 증가했음.  

◉ 지난해 지체되었던 수출거래가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각국의 
적극적인 산업투자로 신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 기저효과를 넘어 
점진적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상반기(2020년 상반기 대비) 수출입 실적 
 ○ 수출       86억 6,483만 불(23.2%▲)
 ○ 수입           28억 3,489만 불( 3.6%▲)
 ○ 무역수지      58억 2,994만 불(35.7%▲)
 ○ 총교역액    114억 9,972만 불(17.7%▲)

◉ 상반기(2020년 상반기 대비) 산업별 수출 실적
 ○ 산업기계(19.8%▲) : 금속절삭가공기계(54.4%▲), 건설중장비(14.9%▲)
 ○ 수송기계(28.0%▲) : 철도차량(222.0%▲), 자동차부품(30.8%▲) 
 ○ 가정용전자제품(79,4%▲) : 세탁기(154.1%▲), 냉장고(65.5%▲) 
 ○ 기초산업기계(14.4%▲) : 원동기(19.4%▲), 펌프(16.4%▲)

◉ 상반기(2020년 상반기 대비) 주요국 수출 실적
 ○ 미국(34.6%▲) : 가정용전자제품, 기계류 수출 증가
    [세탁기(341.1%▲), 냉장고(64.4%▲), 섬유기계(34.0%▲) 접시세척기(50.4%▲)
    변압기(105.6%▲), 난방 및 전열기기(79.8%▲), 가열 난방기(54.4%▲)]  
 ○ 중국(11.1%▲) : 산업기계 수출 증가
    [화학기계(15,603.9%▲), 기타기계류(130.9%▲), 금속절삭가공기계(91.3%▲), 

광물가공기계(39.3%▲)] 

Ⅱ.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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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창원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전국 [창원비중]경남 [창원비중]창원

수출 8,664,826
(23.2)

20,028,061
(11.7) 43.3 303,226,090

(26.1) 2.9

수입 2,834,890
(3.6)

10,083,299
(7.9) 28.1 285,173,021

(24.1) 1.0

무역수지 5,829,936 
(35.7)

9,944,762
(15.9) 58.6 18,053,069

(69.8) 32.3

총교역액 11,499,716
(17.7)

30,111,360
(10.4) 10.4 588,399,111

(25.1) 2.0
<자료 : KITA 통계 가공>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Ⅱ. 2021년 상반기 창원시 수출입

  1. 수출입 동향

   • 2021년 상반기(누적) 창원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86억 

6,483만 불, 수입은 3.6% 증가한 28억 3,489만 불을 기록했음. 수출과 수입

이 함께 증가해 총교역액은 17.7% 증가한 114억 9,972만 불, 무역수지는 

58억 2,994만 불 실적을 기록했음.  

   • 상반기 경남 수출은 200억 2,806만 불(+11.7%), 수입은 100억 8,330만 

불(+7.9%)을 기록해 무역수지는 99억 4,476만 불, 총교역액은 301억 

1,136만 불(+10.4%)을 기록했음. 

   • 상반기 창원 수출액은 경남 전체 수출의 43.3%, 전국의 2.9%를 차지했

고, 수입은 경남의 28.1%, 전국 1.0%를 점했음.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

남의 58.6%, 전국 26.5%를 차지해, 경남과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

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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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반기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불, %)

(단위 : 천 불, %)
　 수출 (증감) 수입 (증감) 무역수지 (증감)　 총교역액 (증감)

'11 상 12,299,060 (12.2) 5,126,479 (17.2) 7,172,580 (8.9) 17,425,539 (13.6)

'12 상 12,940,084 (5.2) 4,810,377 (-6.2) 8,129,704 (13.3) 17,750,46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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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4,826 (23.2) 2,834,890 (3.6) 5,829,936 (35.7) 11,499,716 (17.7)

<자료 : KITA 통계 가공>

   • 2015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온 창원시 수출액과 총교역액이 올

해 상반기 반등한 모습을 보였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초기에 겪었던 

원부자재 수급 및 물류 차질로 인해 급감한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와 각

국의 산업투자 증가로 인한 신규수요가 더해져 수출증가가 두드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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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 KITA 통계 가공>

 2. 산업별 수출실적 

   • 창원시 산업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감을 보면 ‘가정용전자제품’(+79.4%), 
‘전자부품’(+39.1%), ‘수송기계(조선제외)’(+28.0%), ‘철강제품’(+27.6%), 
‘산업기계’(+19.8%), ‘기계요소 및 금형’(+15.6%), ‘기초산업기계’(+14.4%)
는 증가했지만, ‘조선’(-10.2%), ‘전기기기’(-5.4%)는 감소했음. 

   • 창원 수출의 실적 호조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기
계’와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이 주도했으며, 특히 가정용 전자제
품의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의 북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서 창원 전체 수출을 이끌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체되었던 생산과 물류가 재개됨에 따라 지난해 4분
기부터 수출실적이 추세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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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수출입 

  1) 주요 수출품목(MTI1) 3단위 기준)

   • 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목(MTI 4단위 기준)은 ‘자동차 부품’(9

억 4,343만 불), ‘냉장고’(6억 5,195만 불), ‘건설중장비’(5억 9,590만 불), 

‘금속절삭가공기계’(4억 9,253만 불), ‘철도차량’(4억 1,616만 불) 등임. 

   

   •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수출액 상위 20대 품목 기

준)은 ‘철도차량’(+222.0%), ‘세탁기’(+154.1%), ‘기타기계류’(+89.7%), ‘난

방 및 전열기기’(+86.1%), ‘접시세척기’(+75.0%), ‘축전지’(+66.8%), ‘냉장

고’(+65.5%) 등임. 

    반대로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승용차’(-40.7%), ‘화학기계’(-22.4%), 

‘선박엔진 및 부품’(-20.6%) 등임. 

   

   • 창원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52.1%), 중

국(+12.1%), 멕시코(+25.7%), 베트남(+498.8%)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창원의 주력산업인 산업기계에 해당하는 ‘건설중장비’와 ‘금속절삭가공기

계’의 수출실적도 호조를 보였음. ‘건설중장비’의 경우 벨기에(+27.8), 미

국(+8.8%)과 러시아(+97.6%), 브라질(220.3%), 인도(+51.1%) 등 신흥국가

로의 수출이 두드러졌음. 또 ‘금속절삭가공기계’의 경우 미국(+9.8%), 중

국(+91.3%), 이탈리아(+229.9%), 독일(+23.0%), 터키(102.6%), 인도

(+66.8%), 영국(+116.6%) 등 대부분의 거래국가에 수출 실적 호조를 나타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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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

순번 품 목
(MTI 4단위)

2020 상
(천불)

2021 상
(천불)

증감
(%) 주요 수출국

1 자동차부품 721,346 943,426 30.8 미국, 중국, 멕시코, 우즈
베키스탄, 브라질 등

2 냉장고 393,933 651,953 65.5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
라엘 등 

3 건설중장비 518,787 595,901 14.9 벨기에, 미국, 중국, 러시
아, 브라질 등

4 금속절삭가공기계 318,980 492,531 54.4 미국, 중국, 이탈리아, 독
일, 터키, 인도, 영국 등

5 철도차량 129,254 416,155 222.0 호주, 이집트, 튀니지, 대
만, 홍콩, 방글라데시 등

6 원동기 343,253 409,965 19.4 미국, 중국,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일본 등

7 섬유기계 297,467 406,269 36.6 미국, 캐나다, 중국, 대만 
등

8 펌프 343,809 400,318 16.4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
아 등

9 공기조절기 264,710 350,513 32.4 네럴란드, 미국, 인도네시
아, 태국, 중국 등

10 세탁기 134,541 341,931 154.1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

11 기타기계류 95,915 181,958 89.7 홍콩, 중국, 베트남 등

12 베어링 127,172 167,618 31.8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등

13 접시세척기 94,219 164,901 75.0 미국, 캐나다, UAE, 호주 
등

14 반도체부품 117,657 159,385 35.5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등

15 승용차 241,374 143,110 -40.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리
비아 등

16 선박 139,271 138,895 -0.3 마셜제도

17 화학기계 172,340 133,742 -22.4 러시아, 중국, 미국 등

18 선박엔진 및 부품 157,644 125,113 -20.6 중국, 미국 등

19 난방 및 전열기기 54,162 100,776 86.1 미국, 캐나다 등

20 축전지 59,165 98,677 66.8 미국, 폴란드,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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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1억 8,084만 불), ‘항공기부

품’(1억 4,609만 불), ‘펌프’(1억 2,842만 불), ‘자동차부품’(1억 1,072만 불), 

‘자동화기기’(1억 572만 불) 등임. 

   •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89.6%), ‘자동차부

품’(+58.65), ‘전동기’(+53.9%), ‘철도차량 부품’(+47.5%), ‘기타기계류’(+35.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31.5%), ‘금속공작기계부품’(+31.0%) 등임. 

     반대로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분석시험기’(-60.5%), ‘선박용 엔진 및 부

품’(-24.3%), ‘원동기’(-5.0%), ‘펌프’(-2.8%) 등임. 

   • 창원 수입은 중국, 일본, 미국 등 3개 국가의 비중이 매우 높음. 창원의 

주요 수출대상국이기도 한 이들 3개 국가는 창원 전체 수입의 57.6%를 

점했음. 

     창원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금속공작기계부품’, ‘기계요소’, 

‘철도차량부품’,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고, 

일본으로부터는 ‘자동화기기’, ‘베어링’, ‘기타기계류’, ‘분석시험기’, ‘철강

관’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음. 또 미국으로부터는 ‘항공기부

품’, ‘펌프’,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계측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

도가 높았음. 

2) 무역동향분석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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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 

순번 품 목
(MTI 3단위)

2020 상
(천불)

2021 상
(천불)

증감
(%)

주요 수입국

1 원동기 190,337 180,844 -5.0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 등

2 항공기부품 113,220 146,091 29.0 미국, 영국, 베트남 등

3 펌프 132,155 128,420 -2.8 미국, 일본, 중국 등

4 자동차부품 69,817 110,717 58.6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 자동화기기 94,573 105,724 11.8 일본, 미국, 독일 등

6 베어링 101,562 103,847 2.2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

7 전동축 및 기어 71,787 82,003 14.2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8 기타기계요소 66,953 73,777 10.2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
시아 등

9 선박용 부품 68,279 67,553 -1.1 노르웨이, 영국, 중국 등

1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50,208 66,033 31.5 미국, 호주, 대만 등

11 철도차량부품 36,805 54,278 47.5 중국, 독일, 체코, 일본 
등

12 기타기계류 39,517 53,710 35.9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13 계측기 41,332 46,865 13.4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14 분석시험기 117,907 46,550 -60.5 일본, 중국, 미국 등

15 금속공작기계부품 34,230 44,835 31.0 중국, 대만, 인도, 독일 
등

16 전동기 28,348 43,629 53.9 베트남, 일본, 중국, 미국 
등

17 집적회로반도체 22,211 42,112 89.6 중국, 싱가포르 등

1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54,434 41,225 -24.3 독일, 스웨덴, 중국 등

19 밸브 39,316 40,725 3.6 일본, 미국, 중국, 노르웨
이 등

20 철강관 38,471 40,711 5.8 일본, 중국, 이탈리아, 미
국 등

<자료 : KITA 통계 가공>
※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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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제품의
성질

수출 수입

‘20 상 ‘21 상 증감률 ‘20 상 ‘21 상 증감률

1차산품 4,782 8,964 87.5% 86,560 94,360 9.0%(0.1%) (0.1%) (3.2%) (3.3%)

소비재 1,020,933 1,414,602 38.6% 94,010 104,172 10.8%(14.5%) (16.3%) (3.4%) (3.7%)

자본재 2,666,753 3,527,836 32.3% 658,070 654,503 -0.5%(37.9%) (40.7%) (24.0%) (23.1%)

중간재 3,167,271 3,674,044 16.0% 1,866,671 1,940,829 4.0%(45.0%) (42.4%) (68.2%) (68.5%)

기타 174,178 39,380 -77.4% 31,946 41,026 28.4%(2.5%) (0.5%) (1.2%) (1.4%)

총계 7,033,917 8,664,826 23.2% 2,737,257 2,834,889 3.6%

※ ( )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
<자료 : KITA>

  4. 가공단계별 수출입

   • 2021년 상반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 중간재3) 수출이 36

억 7,404만 불로 전체 수출의 42.4%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실적임. 

    자본재4) 수출은 35억 2,784만 불로 전체 40.7%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했음. 

   •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은 중간재 수입이 19억 4,083만 불로 전체 수출의 

68.5%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실적임. 

     반면 자본재 수입은 6억 5,450만 불로 전체 23.1%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음.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

4)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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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별 수출입

   •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58

억 2,994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313억 8,901만 불), 울산광역

시 (172억 4,602만 불), 충북 청주시(88억 8,796만 불)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음. 

   • 수출총액은 창원시가 86억 6,483만 불로 울산광역시(353억 4,320만 불), 

서울특별시(339억 6,063만 불), 충남 아산시(329억 1,671만 불), 인천광

역시(307억 8,933만 불), 전남 여수시(130억 673만 불), 경북 구미시(114

억 354만 불), 충북 청주시(107억 7,756만 불), 경기 화성시(94억 5,206

만 불), 경기 이천시(93억 4,569만 불), 경기 용인시(92억 5,406만 불)에 

이어 11번째임. 

     

   • 경상남도 타 시·군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거제시가 61억 1,646만 불 수

출, 11억 6,484만 불 수입해 49억 5,162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

음. 양산시는 12억 4,510만 불 수출, 7억 4,516만 불 수입해 4억 9,994

만 불 흑자를 올렸고, 김해시는 11억 9,819만 불 수출, 8억 2,296만 불 

수입해 3억 7,523만 불 흑자를 올렸음.

  

   • 경남도내 시·군 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창원시가 58억 2,994만 불로 가장 

많았고, 거제시 50억 1,016만 불, 양산시 6억 9,342만 불, 김해시 3억 

7,442만 불, 함안군 2억 4,052만 불을 기록했음. 

     수출실적은 창원시 86억 6,483만 불, 거제시 61억 1,857만 불, 양산시 

15억 9,378만 불, 김해시 14억 7,144만 불, 사천시 7억 5,821만 불 순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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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특별시, 광역시 포함)
(단위 : 천불)

지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충남 아산시 32,916,709 1,527,701  31,389,008  34,444,410  
(21.0%) (22.4%) (20.9%) (21.0%

2 울산광역시 35,343,203  18,097,186  17,246,018  53,440,389  
(31.0%) (29.0%) (33.1%) (30.3%

3 경북 구미시 11,403,535  1,362,652  10,040,884  12,766,187  
(33.6%) (27.4%) (34.5%) (32.9%

4 충북 청주시 10,777,556  1,889,597  8,887,959  12,667,153  
(20.5%) (29.3%) (18.7%) (21.7%

5 경남 창원시 8,664,826  2,834,889  5,829,937  11,499,715  
(23.2%) (3.6%) (35.7%) (17.7%

6 경기 용인시 9,254,062  3,934,922  5,319,139  13,188,984  
(9.8%) (11.1%) (8.9%) (10.2%

7 경남 거제시 6,118,572  1,108,415  5,010,158  7,226,987  
(0.1%) (-4.8%) (1.3%) (-0.7%

8 광주광역시 7,982,568  3,890,465  4,092,104  11,873,033  
(31.9%) (35.0%) (29.1%) (32.9%

9 경기 이천시 9,345,686  6,456,643  2,889,043  15,802,329  
(18.2%) (12.3%) (33.9%) (15.7%

10 전남 여수시 13,006,728  10,747,535  2,259,192  23,754,263  
(33.7%) (31.8%) (43.6%) (32.8%

11 충남 천안시 4,370,307  2,619,182  1,751,126  6,989,489  
(27.0%) (19.2%) (40.9%) (24.0%

12 경기 파주시 3,361,310  1,735,267  1,626,044  5,096,577  
(28.3%) (8.8%) (58.6%) (20.9%

13 전남 영암군 1,671,761  219,503 1,452,258  1,891,264  
(73.3%) (-8.8%) (100.6%) (56.9%)

14 대구광역시 3,811,412  2,446,386  1,365,025  6,257,798  
(29.6%) (21.6%) (46.7%) (26.3%)

15 경기 화성시 9,452,064  8,215,313  1,236,751  17,667,377  
(39.6%) (35.0%) (80.7%) (37.4%)

16 경기 광명시 2,067,911  871,304 1,196,607  2,939,215  
(108.9%) (29.1%) (279.8%) (76.5%)

17 경기 평택시 7,164,788  5,983,419  1,181,370  13,148,207  
(15.6%) (14.5%) (21.4%) (15.1%)

18 경기 김포시 2,167,367  1,163,423  1,003,944  3,330,790  
(-14.9%) (29.6%) (-39.1%) (-3.3%)

19 경기 안산시 3,792,048  2,933,556  858,491 6,725,604  
(19.1%) (22.2%) (9.7%) (20.4%)

20 대전광역시 2,453,896  1,723,526  730,368 4,177,422  
(7.5%) (-1.3%) (36.2%) (3.7%)

총계 303,226,090  285,173,021  18,053,069  588,399,111  
(26.1%) (24.0%) (69.8%) (25.1%)

※ (  )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
<자료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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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가(지역)별 수출입 
 

   • 2021년 상반기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교역액 30억 1,869만 불), 중국(18

억 6,938만 불), EU(12억 8,838만 불), 일본(8억 9,131만 불), 베트남(4억 

8,916만 불) 등임. 

   • 창원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25억 6,709만 불(+34.6%)을 수출했고, 4억 

5,160만 불(-7.3%)을 수입해 21억 1,549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창원 對미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세탁기’(+341.1%), ‘냉장

고’(+64.5%), ‘섬유기계’(+34.0%), ‘접시세척기’(+50.4%) 등 가정용 전자제

품과 ‘압연기’(+274.5%), ‘변압기’(+105.6%), ‘난방 및 전열기기’(+79.8%), 

‘가열 난방기’(+54.4%), ‘공기조절기’(+66.7%) 등 기계류 및 기초산업기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두 번째 교역국인 중국으로는 12억 3,984만 불(+11.1%)을 수출했고, 6억 

2,954만 불(+20.6%)을 수입해 6억 1,030만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주요 수출품 중 ‘화학기계’(+15,603.9%), ‘기타기계류’(+130.9%), ‘금속절삭

가공기계’(+91.3%), ‘광물가공기계’(+39.3%) 등 산업기계의 수출 증가가 두

드러졌음.  

   •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창원 주요 교역국 대부분 수출액 증가를 보였음. 

對호주 수출은 ‘철도차량’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34.1% 증가했고, 對러시아 수출은 ‘자동차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

년 대비 114.6% 증가했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상반

기 크게 악화되었던 각국 수출실적이 올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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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창원 주요 교역국
(단위 : 천불)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

1 미국 2,567,087 451,599 2,115,488 3,018,686 
(34.6%) (-7.3%) (49.0%) (26.1%)

2 중국 1,239,844 629,540 610,303 1,869,384 
(11.1%) (20.6%) (2.8%) (14.2%)

3 EU 919,223 616,037 303,186 1,535,260 
(36.3%) (0.3%) (403.7%) (19.2%)

4 일본 339,135 552,175 -213,039 891,310 
(12.5%) (0.4%) (-14.3%) (4.7%)

5 베트남 368,306 120,851 247,455 489,157 
(-5.0%) (20.1%) (-13.8%) (0.2%)

6 멕시코 300,785 20,986 279,799 321,771 
(37.1%) (-0.5%) (41.1%) (33.8%)

7 러시아 235,566 14,757 220,809 250,323 
(114.6%) (5.0%) (130.7%) (102.2%)

8 대만 184,238 56,172 128,066 240,410 
(55.6%) (22.3%) (76.7%) (46.3%)

9 캐나다 223,982 14,898 209,084 238,880 
(57.4%) (-12.3%) (66.9%) (50.0%)

10 홍콩 217,536 5,256 212,281 222,792 
(121.5%) (21.3%) (126.1%) (117.2%)

11 호주 190,703 13,732 176,972 204,435 
(150.6%) (22.3%) (172.8%) (134.1%)

12 태국 161,584 18,279 143,304 179,863 
(62.8%) (-25.6%) (91.9%) (45.3%)

13 브라질 163,563 15,534 148,029 179,097 
(28.4%) (17.6%) (29.7%) (27.4%)

14 인도 155,437 22,957 132,480 178,394 
(-34.0%) (17.2%) (-38.6%) (-30.0%)

15 우즈베키스탄 150,230 2 150,229 150,232 
(-20.2%) (100.0%) (-20.2%) (-20.2%)

총계 8,664,826 2,834,889 5,829,937 11,499,715 
(23.2%) (3.6%) (35.7%) (17.7%)

※ ( )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증감율
<자료 : K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