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3월 3주)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1. 연방정부, 국제유가 하락 대책 발표

2. 국제유가 폭락 : 주재국 6개월내 86.3억 달러 손실 예상
ㅇ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재국은 향후 6개월내 원유 수입이 86.3억 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다른 경기침체 가능
- 골드만삭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간 가격 갈등으로 향후 6개월간

ㅇ 재무부 장관 Zainab Ahmed는 3.18(수) 국무회의 이후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서 2020년 예산을 기존 10.59조 나이라 → 9.09조
나이라로 1.5조 나이라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유가가 약 30달러/배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주재국은
2020년 예산상 기준치인 57달러/배럴을 감안시 86.3억 달러 손실 예상
ㅇ 전문가들은 주재국에서 원유 판매는 외환 수익의 약 90%를 차지함에

- 정부기관들(ministries, departments and agencies, MDAs)은 자본예산을
20% 축소하며, 정부 소유 기업들은 자본예산과 경직성경비를 25% 축소
- 예산 삭감 방법에 대한 지침은 이미 모든 부처에 전달되었으며, 예산
삭감액에는 가솔린 보조금 지원분(4,570억 나이라)이 포함
ㅇ 2020년 예산상의 오일 벤치마크 가격은 기존 57달러/배럴 → 30달러/
배럴로 낮출 계획이지만, 오일 생산량 기준치인 일산 218만 배럴은 유지
- 이러한 급격한 조정은 재정적자가 1.8조 나이라 증가함을 의미하며
국회 승인 필요

따라, 86.3억 달러의 손실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
- 유가 폭락 이후 수익 증가를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겪었던 경기침체 직면 가능
- 예산 재검토 필요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 통화에 대한 투기적
압력, 환율 하락, 외환보유고 압력, 주가 폭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 우려
ㅇ 전문가들은 지금이 가솔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가장 좋은 시점이며,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난 경제관리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인프라 건설을 자금원 마련을 위해 세금 공제 이상의 것을 찾아내야 하며,
석유생산업체들은 생산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ㅇ 또한 석유제품가격규제청(PPPRA)에 지배적인 시장 역학관계와 추가적인
【출처 : Punch(3.16)】

석유시장 개발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도록 지시하면서 휘발유
가격 규제를 폐지
3. 중앙은행(CBN), 코로나19 관련 대책 발표
- 이에따라, 석유공사(NNPC)는 8.19(목)부터 휘발유 판매가격을 2016.5.11.일
부터 시행한 145 나이라/리터 → 125 나이라/리터로 인하

ㅇ 중앙은행(CBN) Godwin Emefiele 총재는 3.16(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

ㅇ 임금 증가를 막기 위해 상황 호전시까지 정부 기관들의 추가 채용과
-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유예) 2020.3.1.일부터 모든 원금 상환을

직원 교체도 중단

1년간 유예
- 다만 대통령이 월급과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 (금리 인하) 2020.3.1.일부터 모든 적용가능한 중앙은행 융자에 대한

때문에 인원을 줄일 계획은 없음

이자율을 9% → 5%로 1년간 인하
【출처 : Thisday(3.19)】

※ 상업용 농업신용 대출 제도, 앵커 차용자 프로그램(ABP) 및 농업분야 중소기업
제도(AGSMEIS)에만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융자금 존재
- (중소기업 등 지원)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일반가정에
대해 NIRSAL Microfinance 은행을 통해 500억 나이라 규모의 신용편
의(credit facility)* 제공

* 대출은행이 자금대출 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
에서 계속해서 대출해주는 기법
- (의료산업 지원) 의료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한 국내제약회사의 제약공장 증설과, 병원 등이 의료시설을 1등급
센터로 확장 시에 신용 지원

ㅇ 한편, CBN의 3.16(월) 지원책과 관련하여, 라고스 상공회의소(LCCI)
Muda Yusuf 사무총장은 조심스럽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 표현
- 이에 반하여 주재국 ASBON社 회장 Femi Egbesola는 중소기업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의 최고 계획 중 하나라고 평가
【출처 : Thisday, Vanguard(3.19)】

5. 코로나19 관련, 유로본드 33억 달러 등 227억 달러 외부 차입계획 보류
ㅇ 재무부 장관 Zainab Ahmed는 3.16(월)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지형의 현실을 감안하여 227억 달러 외부 차입계획을 보류했다고 발표

ㅇ 한편, 동인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3월 4주차에 개최 예정인 통화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 Abuja에서 개최된 2020 주재국 상품시장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정부는
국회 승인을 얻더라도 차입 프로그램을 당장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차입

【출처 : Thisday(3.17)】

보류 결정은 시장지표가 외부 차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동 인은 최근 세계 경제의 당면 과제들은 주재국의 비석유부문 개발

4. 중앙은행(CBN), 경제 지원 위해 1.1조 나이라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화하였으며, 국가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들은 주재국
경제의 생산과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ㅇ 중앙은행(CBN) Godwin Emefiele 총재는 3.18(수) 코로나19가 주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은행 규제당국의 노력으로서
3.16(월) 지원책에 이은 추가 대책을 발표
- 첫째, 향후 중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실험실, 연구원, 혁신가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주재국에서 백신과 테스트 키트를 특허내거나 생산
하도록 보건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나이라의 신규 융자 실시
- 둘째, 국내 제조업과 수입 대체 활성화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1조
나이라를 추가 투입
- 셋째, 지난 주 아부자에서 열린 경제 원탁회의인 ‘Going for
Growth’에서 합의된 대로 농업 공동체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자금 1.5조원의 민간부문 기여 촉진을 위한 실행 위원회도 다음 주 설립

【출처 : Vanguard, Daily Trust(3.17)】

6. 2월 소비자 물가, 12.20% 상승 …… 6개월 연속 상승
ㅇ 주재국 통계청(NBS)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2.20%로서, 전월
(12.13%) 대비 0.07%p 상승하여 2019년 8월(11.02%)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하였으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연도별 물가상승률(%) : (‘16년) 15.7 → (‘17년) 16.5 → (‘18년) 12.1 → (‘19년) 11.4
-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식품가격은 빵, 곡물, 생선, 고기, 야채 등의
가격 상승으로 14.90% 상승률을 기록하여 전월(14.85%) 대비 0.05%p 상승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12.85%(1월 12.78%), △농촌지역 11.61%(1월
11.54%) 상승하였으며, 농산물제외물가지수는 9.43%(1월 9.35%) 상승

ㅇ 이와 관련, 분석가들은 국경 폐쇄의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건기 곡물 생산 감소 등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정적 전망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시경제 지수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에서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Thisday(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