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5월 4주~6월 1주)

53.97% 증가한 반면에 전년 동기(85.08억 달러) 대비 31.19% 감소
- 포트폴리오투자는 43.09억 달러(전체의 73.6%)로서 직전 분기(18.84억 달러)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1. 1분기 나이지리아 경제, 세계적 위기 속에서 1.87% 성장

대비 128.79%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30.27억 달러) 대비 39.36% 감소
- 기타 투자는 13.31억 달러(전체의 22.7%)로서 직전 분기(16.62억 달러) 대
비 19.92%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11.55억 달러) 대비 15.21% 증가

ㅇ 통계청(NBC)은 5.25(월) 세계적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1분기 주재국
경제(실질GDP) 성장률이 1.87%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부문별로는 은행업 29.9억 달러(51.08%), 금융업 13.3억 달러(22.77%), 주식
8.2억 달러(13.96%) 등에 주로 유입

- 1.87% 성장률은 2018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기록으로서, 전년 동기
(2.10%) 대비 0.23%p 감소하였고, 직전 분기(2.55%) 대비 0.68%p 감소

- 투자 국가별로는 영국이 전체 유입액의 49.7%인 29.1억 달러를 투자하
였으며, 남아공 6.9억 달러(11.8%), UAE 5.3억 달러(9.1%), 네덜란드 4.4억

-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유가 급락, 국제무역 제한

달러(7.5%), 미국 3.9억 달러(6.6%) 등 順

등으로 인한 세계적 혼란에 의해 야기
- 지역별로는 대부분 자금이 라고스 州(51.35억 달러, 전체의 87.7%) 및
ㅇ 부문별로는 1분기 경제성장을 주도한 오일 부문이 5.06% 성장하여, 전년

Abuja(7.1억 달러, 전체의 12.1%)에 투자

동기(-1.46%) 대비 6.52%p, 직전 분기(4.59%) 대비 0.47%p 각각 증가
【출처 :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26), Punch(5.27)】

- 반면에 비오일 부문은 1.55% 성장하여 전년 동기(2.47%) 대비 0.92%p,
직전 분기(2.06%) 대비 0.51%p 각각 감소
ㅇ GDP 기여율은 비오일 부문이 90.50%를 기록하였는바, 전년 동기(90.78%)
대비 0.28%p, 직전 분기(91.22%) 대비 0.72%p 각각 감소
ㅇ 한편, 오일 생산량은 일산 207만 배럴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199만 bpd)
대비 8만 bpd, 직전 분기 대비 6만 배럴이 증가하였다고 발표
【출처 :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25), Vanguard(5.26)】

3. 세계은행(WB), 3.46억 달러 규모의 차드 호수 지역 프로젝트 승인
ㅇ 세계은행(WB)은 차드 호수 지역의 복원력과 생계 강화를 위한 3.46억
달러 규모의 2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5.27(수) 발표
- 자금은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조달되며, 주재국 및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 4개국에 의해 시행
ㅇ 프로젝트들 중 하나는 1.76억 달러 규모의 주재국 북동부 지역을 위한
다중 지역 위기 회복 프로젝트로서, Adamawa, Borno, Yobe州의 위기에

2.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2.14억 달러까지 하락

처한 지역사회의 기본 서비스와 생계 기회 개선을 지원

ㅇ 통계청(NBS)은 금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억1,425만 달러를

ㅇ 또 다른 프로젝트는 1.7억 달러 규모의 Chad 호수 지역 회복 및 개발

기록하여, 직전 분기(2억5,725만 달러) 대비 16.71% 감소, 전년 동기(2억

프로젝트로서, 카메룬, 차드, 니제르의 일부 지역에서 국가 및 지역 조정

4,737만 달러) 대비 13.39% 감소했다고 발표

플랫폼과 지역 역량강화를 지원 예정

ㅇ 1분기 총 자본유입액은 58.54억 달러로서, 직전 분기(38.02억 달러) 대비

【출처 : Punch(5.28)】

- 지표별로는 생산수준 44.5, 신규주문 42.8, 공급업체 납품시간 65.2, 고용

4. 중앙은행(CBN), 기준금리 12.5%로 전격 인하

수준 24.5, 재고수준 37.4 기록
ㅇ 중앙은행(CBN)은 코로나19에 직면한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준금리(MPR)를 기존 13.5%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5.28(목) 발표

ㅇ 한편, 5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25.3로서, 2개월 연속 위축세 기록

- 금번 1% 인하는 2019.3월 이후 첫 금리 인하로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

【출처 : 중앙은행(CBN, 6.1), Punch(6.1)】

ㅇ 아프리카 석유수출 1위국인 주재국은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6. 재정적자, 2020년 예산 수정(안)에서 4.563조 나이라까지 증가

코로나19 발생과 유가 급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ㅇ 부채관리청(DMO) Parience Oniha 청장은 상원 위원회에서 2020년 예산
- 주재국 정부는 금년 –8.9% 성장을 예상하였으나, 중앙은행 Emefiele
총재는 당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4분기에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
ㅇ CBN이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억제, 환율 안정,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금리를 동결해왔음을 감안시, 이번 금리 인하는 전문가 예상 밖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아프리카중동 수석 이코노미스트(Razia Khan)는
기준금리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컨설팅회사 Financial

수정(안)에서 2020년 재정 적자가 당초 2.175조 나이라 → 4.563조 나이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
- 재정 적자는 국내 차입금 2.188조 나이라와 대외 차입금 1.984조 나이라를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달 계획
- 국내 차입금은 국채, 저축채권, 이슬람 채권, 재무부 채권 등을 통해 조달
할 예정으로, 5.29(금) 기준 1.3199조 나이라를 기 조달

Derivatives 대표(Bismarck Rewane)는 4월 물가상승률 12.34%를 감안시

【출처 : Daily Trust(6.1)】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임을 의미한다고 설명
【출처 : Reuters(5.28)】

5. 5월 제조업 PMI 42.4 … 36개월 연속 확장세 중단
ㅇ 주재국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42.4로서, 제조업 경기가 36개월 연속 확장세 기록
이후 최초로 위축

※ 제조업 PMI는 제조업 경기사정을 표시하는 지수로, 주재국은 생산수준, 신규주문,
공급업체 납품시간, 고용수준, 재고수준 등 5가지 지표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
※ (2018.1월) 57.3 → (6월) 57.0 → (12월) 61.1 → (2019.6월) 57.4 → (12월) 60.8 →
(2020.1월) 59.2 → (2월) 58.3 → (3월) 51.1 → (4월) 미발표
- 설문조사 대상 14개 하위 분야 중 1개 분야(전기장비)만 확장세를 보이고,
나머지 13개 분야는 경기가 위축

7. 국회, 2020년 수정 예산상 벤치마크 원유가격 28달러/배럴로 인상
ㅇ 국회 상․하원은 6.2(화) 중기재정운용계획(MTEF) 개정(안)상의 원유 벤치
마크 가격을 최근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행정부가 제안한 배럴당 25달러
에서 28달러로 인상
- MIEF 개정(안)상의 원유 생산량 기준은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산
합의를 감안하여 일산 190만 배럴에서 180만 배럴로 축소
- 여타 주요 기준들인 환율 360 나이라/달러, 인플레이션율 14.43%, GDP
성장률 4.42%는 정부안을 유지
- 세입 5.09조 나이라, 세출 10.51조 나이라, 재정적자 4.95조 나이라, 신규 차입
(대내․외 포함) 4.17조 나이라도 정부안에 찬성

※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인 경직성 경비 4.93조 나이라, 인건비 2.83조 나이라, 자
본지출 2.23조 나이라, (법정)특수기관 운영비 0.398조 나이라 등도 찬성

ㅇ 한편 상원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55.13억 달러 규모의
대외 차입 계획을 승인
-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34억 달러, 세계은행(WB)으로부터 15억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5억 달러, 이슬람은행으로부터 1.13억
달러 차입 계획
【출처 : Thisday(6.3)】

8. 2020년 수정예산, 보건 및 교육 예산 대폭 삭감
ㅇ 연방정부는 2020년 수정 예산(안)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 예산 42.5%,
보편적 교육 예산 54.25%를 각각 삭감
- 444억 나이라에서 255억 나이라로 42.5% 삭감된 기초보건서비스제공
기금은 전국 774개 지방자치단체에 1차 보건소를 모두 충당하기 위
한 예산
- 1,117억 나이라에서 511억 나이라로 54.2%가 삭감된 보편교육기금은
취학연령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9년간의 무료 의무 정규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예산
ㅇ 반면에 국회와 국가사법위원회의 예산은 단지 10%만 삭감하였으며,
작년 12월 2020년 예산 확정후 국가적 논란이 되었던 국회단지 개보수
예산도 당초 370억 나이라에서 277억 나이라로 25.1%만 삭감
【출처 : Punch(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