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월중 싱가포르 실질적 대외수출액(NODX; 비석유류제품)은 집적회로(IC), 컴퓨

17.3%), 미국(△10.9%), 일본(△19.2%)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월(△2.9%)에 줄어

터,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등 전자제품류 및 비전자제품류 양대 부문 수출이 모두 감

들었던 수출 감소세가 다시 두 자릿수로 증가함(△10.3%).

소하면서 전월(△9.0%)에 이어 △8.1% 감소되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전
월보다 감소폭은 줄어듬.

2. 현지 언론 등의 평가

한편, 한-싱 19.9월 교역은 전년 동월대비 7.7%로 증가한 바, 19.9월 싱가포르 수출

□ 현지 Maybank, UOB 등 주요 은행 소속 경제연구원들은 이번 9월 수출실적(NODX)이

입 및 한-싱 교역동향을 아래 보고함.

지난 3월~7월까지 5개월동안 이어진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전월에
이어 한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바, 금년 4/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의 낮은 수출

1. 싱가포르 수출입 동향(자료: 싱가포르 기업청(ESG), 통계청)
□ (총 교역액) 2019.9월중 싱가포르 총 교역액은 829.9억S$로서 전년 동월대비 △
4.9% 감소함(전월에는 △8.6% 감소).
o 원유수출 및 중계무역 수출을 포함한 총 수출액은 435.1억S$로서 전년 동월대비 △
5.1% 감소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394.8억S$로서 전년 동월대비 △4.7% 감소함.
* 총 수출액(억S$)/증감률(%): (19.7) 453.92(△6.0) → (19.8) 451.60(△10.5) → (19.9) 451.78(△5.1)

실적 등 기저효과까지 감안할 때 보다 개선된 수출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함.
o 또한, 지난 10.14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3년만에 처음으로 싱가포르 환율을
소폭 인하한 것도 수출회복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o 다만,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류의 수출 감소를 비통화적 금
이 대체한 것이 주 요인 중 하나로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한 여전히 싱가
포르 대외 수출 회복은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총 수입액(억S$)/증감률(%): (19.7) 420.31(△6.5) → (19.8) 409.98(△6.4) → (19.9) 394.81(△4.7)

3. 한-싱 교역동향(자료: 한국 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 (실질 수출액) 싱가포르 국내경기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수출통계인 비석유류제품
수출액(NODX: Non-Oil Domestic Exports)은 132.9억S$로서 전년 동월대비 △8.1%
감소하였음(전월(△9.0%)부터 한 자릿수 감소세를 유지).
* NODX 수출액(억S$)/증감률(%): (19.7) 139.50(△11.5) → (19.8) 142.64(△9.0) → (19.9) 132.91(△8.1)

□ (총 교역) 2019.9월중 한-싱 총 교역액은 對싱 수입이 △10.1% 감소하였음에도 對
싱 수출이 21.5%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한 15.0억US$를 기록함.
o (對싱 수출) 우리나라의 19.9월중 대싱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한 9.6
억US$를 기록.

o (품목별) 전자제품류(Eletronic Products)은 △24.8% 감소하였고(전월에는 △25.9%
감소), 비전자제품류의 수출은 전월(△2.3%)과 같은 감소세를 유지.

- (품목별) 1위 수출품목 석유제품(3.08억US$, 2.4%) 수출 증가와 2위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2.08억US$, 8,076.9%)의 수출이 전월에 이어 이례적 증가세

- 전자제품류는 집적회로(ICs)(△30.2%), 컴퓨터(PC)(△33.1%), 디스크 미디어(△
12.2%)가 주요 수출 감소 품목임.
- 비전자제품류는 의약품(△26.7%), 석유화학제품(△10.6%), 귀금석류(△52.0%) 등이
주요 수출 감소 품목임.

를 유지하여, 3위 수출품목인 반도체(1.76억US$, △25.0%) 수출 감소를 상쇄한
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임.
o (對싱 수입) 우리나라의 19.9월중 대싱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10.1% 감소한
5.4억US$를 기록

o (지역별) 싱가포르의 10대 수출시장국 중 대만(2.3%), 중국(20.8%)을 제외한 8개

- (품목별) 1위 수입품목인 반도체(1.63억US$, △2.3%)와 2위 반도체제조용장비(0.75

국가(지역) 모두에 대해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 감소국은 EU(△

억US$, △30.5%) 등 전자제품 부품류의 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3위 수입품목인

광학기기(0.44억US$, 0.1%)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 전체 수입이 감소함.
o (무역수지) 19.9월중 대싱 무역수지는 4.2억US$의 흑자를 기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