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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나

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
개발국이지만 막대한 석유자원과 인구 1억 5천만의 시

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60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석유 매장
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나이지리아는 종족·종교 분쟁, 정정불안, 사회전반에 만연되
어 있는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소득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
는 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 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막대한 오일머니 덕분으로 경제개발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업용 원자재,
플랜트 및 운송장비 등을 비롯한 각종 생산시설재의 수입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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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경제규모면에서도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제2
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상당 규모의 내
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적
으로는 국제사회의 나이지리아 부채 탕감 노력과 원유 수입확대
로 외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2007년 기준
51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나이지리아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낙후된 산
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개발
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오일머니의 축적을 바탕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의 인프
라 건설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석유회사들에게 석유 광구 탐사권을
분양하는 한편, 정부 예산의 40%를 전력, 도로, 철도, 상수도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과 함께 통신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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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7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 수는 6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전체 인구를 가만할
때 통신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통신
업은 그동안 국영정보통신회사(NITEL)가 독점해 왔으나, 나이지
리아 정부는 기존 운영체제로는 급증하는 통신시장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이지리아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에 따라 MTN, CELTEL등 약 21개 민간통신사업자
가 시장에 진출하였다. 통신 시장 확대는 이동통신 저가 단말기
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NOKIA등 대형
기업들이 저가 휴대전화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통
신시장은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형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규모와 경제성장세에 비해 낙후한 전력산업도 앞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
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나이지리아 전
력 생산은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발전 설비 노후화, 신규투
자 부족 등이 전력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인구의 40%만이 전기 공급을 받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전기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대 도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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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에서 조차 잦은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각종 전력생산 확충계획을 발표하
고 전력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전력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전력시설 개보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전
력산업에 대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전력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 외국인에 개방적인 투자환경,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등 긍정적인 투자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나이지
리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이지리아
의 고질적인 치안 불안 문제,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등이 나
이지리아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가 강력한 치안 안정 정책을 추진
하고 있고, 인프라 개선, 공공조직 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경제활동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특히, 건설과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
센티브도 강화되고 있어 이 부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나이지리아의 유망 산업을 중심
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원유·가스
산업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유·가스 프로젝트를 단순 자
원개발의 차원이 아닌 인프라 건설을 통한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ⅶ｜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유·가스 산업과 플랜트산업을 연
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통신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이 3G통신시장과 통신 인프라 시장에 경쟁력이 있으
므로 이 부문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산업에서
는 해상유전과 발전부문 플랜트 건설에 집중하고, 다국적 석유
메이저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전력산업에서는 자원플랜트와 전력 플랜트의 동반 진출을 활
용한 ‘패키지 진출’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력기자재 수출에
역점을 두고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석유개발 사업에서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
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
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
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SOC 건설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공
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 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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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징과 산업구조
1/
2/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3/

주요 산업정책

1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나

이지리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구 1억 4천만 명을
보유한 서부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다. 2007년 나이

지리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362억 배럴, 1일 원유 생산량은
250만 배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확인매장량 및 생산
량의 각각 3.0%에 달하는 분량이다. 또한 OPEC 회원국이자 세
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자원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1960년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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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수차례에 걸친 쿠데타와 정치·사회적 혼란, 지도층의
부패 등으로 인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곤의 함
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석유가격 상
승으로 경제성장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대외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적 위기
에 봉착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IMF의 권고로 구조조정 프로
그램을 도입하게 되지만, 당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지도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경제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과거와는 사
뭇 다른 ‘발전의 조짐’이 목격되고 있다. 1999년 민주선거를 통
해 취임한 오바산조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자유시장
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는데, 특히 공기업 민영
화, 제반 규제조치의 대폭적인 완화, 인프라 재건, 고용창출 등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오바산조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
경제개발전략(NEEDS :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

Development Strategy)｣은 민영화, 규제자율화, 빈곤퇴치를 골자
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경제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다. 2007년 당선된 야라두아 대통령 또한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
고 시장자유화와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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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나이지리아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와 고
유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글상자 Ⅰ-1 나이지리아 경제 약사

- 1970년 이전 전형적인 농업 위주의 저개발국
- 1970년대 석유경기를 기초로 고도 경제성장 시현
-

1980년~경기후퇴, 농업 정체 및 대외부채문제 대두
1986년~IMF 구조조정계획 채택, 그러나 성장실적은 미미
1999년~민선정부 수립 후 실질적인 시장자유화 및 경제개혁 추진
2007년~야라두아 대통령의 경제발전 및 인프라 확충 정책

가. 국내경제

2000년대 들어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 원유 생산 확
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개발정책 등
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나이지리아의 GDP는 약 1,35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
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제 식품 및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
이지리아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10%를 크게 웃도는 물가상
승률에 시달려 왔다. 2006년부터는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와 농
업의 발전에 따른 식량 공급 안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다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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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있다. 2007년 나이지리아의 물가상승률은 5.5%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재정수입의 약 70~80%를 원유·가스 부문으로
부터 조달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따라 높
은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석유산업의
호황이 타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반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
민의 7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민층으로 분류되
고 있다. 실업률 또한 높아서 현재 나이지리아의 전체 실업률은
10%, 청년실업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Ⅰ-1 나이지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GDP

2003

2004

2005

2006

2007

십억 달러

58.3

72.1

91.9

117.3*

135.5*

실질 GDP 성장률

%

10.3

10.6

5.4

6.2

6.4

물가상승률

%

14

15

17.8

8.3

5.5

백만 명

133.2

136.5

139.8

144.0*

146.2*

달러

1,351

1,434

1,540

1,627*

1,749*

인구
1인당 GDP

주: * 추정치
자료: IMF(2008),“IFS Databas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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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경제

고유가의 영향으로 원유·가스 수출이 총수출의 98%를 차지하
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최근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따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상품수지는 2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경
상수지는 137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증가
로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
지리아의 수입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40%의 증가율로 급증
하고 있으며, 2006년 수입액은 300억 달러에 달했다. 나이지리아
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으로 총수출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스페인(9.5%), 브라질(7.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수입
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2005년부터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최대 수입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06년 현재 중국
은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의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8.3%),
네덜란드(5.9%)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나이지리아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
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2006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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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나이지리아 무역 추이(1998~2006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2008),“DOT Database.”

유입액은 5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 유입되는 전
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5%, 서아프리카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
인 직접투자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원유·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인프라와 건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이지리아의 외채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부채탕감 노력과 석
유수익 확대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00년
이후 총외채가 300억 달러를 상회하고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50%를 넘는 고채무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공적
채무에 대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이 나이지리아

8｜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표 Ⅰ-2 나이지리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FDI Flows
1990~2000
나이지리아

2003

2004

2005

2006

1,477

2,171

2,127

3,403

5,445

알제리

282

634

882

1,081

1,795

앙골라

602

3,505

1,449

-1,303

-1,140

서아프리카

2,094

3,377

3,743

4,997

6,841

아프리카

6,903

18,677

18,018

29,648

35,544

개발도상국

130,722

179,699

283,030

314,316

379,070

전 세계

495,399

564,078

742,143

945,795

1,305,852

FDI Stocks
1990~2000

2003

2004

2005

2006

나이지리아

2,457

8,539

23,786

34,806

40,251

알제리

1,525

1,521

3,497

8,355

101,551

앙골라

61

1,025

7,977

12,133

10,993

서아프리카

4,955

13,994

33,252

49,825

56,666

아프리카

39,836

59,518

153,221

271,476

315,128

개발도상국

140,356

364,683

1,707,639

2,621,615

3,155,856

전 세계

551,221

1,779,198

5,801,189

10,048,015

11,998,838

주: 1990~2000년은 평균값이다.
자료: UNCTAD(2007),“World Invest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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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외채의 60%인 183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이
지리아의 외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채무는
2006년 7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 34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6.6%로 감소하였다. 외환
보유고는 2000년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
년에는 51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나
이지리아는 대외경제 지표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Ⅰ-3 나이지리아의 주요 국제경제 지표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569

4,349

8,024

13,767

2,854

상품수지

백만 달러

9,210

12,835

19,020

24,508

20,937

- 수출

백만 달러

24,062

33,307

43,503

53,874

58,859

- 수입

백만 달러

14,852

20,472

24,483

29,366

37,922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128

16,956

28,280

42,299

51,334

총외채 잔액

백만 달러

1,643

1,731

8,881

6,805

-

%

59.5

52.6

24.1

6.6

-

총외채 잔액/GDP

자료: IMF(2008), IFS DATA BASE; EIU(2008), Country profile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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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가. 산업구조

나이지리아 경제는 농업과 원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이중
경제구조(Dual Economy)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석유산업은 총
GDP의 20~25%, 정부수입의 70~80%(유가에 따라 등락을 보
임), 총수출액의 98%를 차지하며 나이지리아 경제를 이끌고 있
다. 서비스와 건설 부문이 각각 15.6%와 1.6%를 차지하고 있지
만 이 분야들 역시 사실상 석유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즉,
나이지리아 전체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서비스 부
문은 대부분이 원유 재정수입에 기반을 둔 정부지출이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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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역시 원유·가스 산업의 하류부문(downstream)건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업은 원유·가스 산업 이상으로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또 다른 축이다. 1960년 독립
이후 농업은 나이지리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의
주요 수입원이자 수출산업이었다. 1970년대에 석유가격 급등으
로 나이지리아 경제의 중심이 원유·가스 산업으로 넘어갔지만,
현재까지도 농업은 원유·가스 산업과 함께 나이지리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대다수 나이지리아 국민이 농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은 총 GDP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식량공급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
시키기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원유·가스 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
업 부문은 GDP에 대한 기여도가 3.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낙
후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원유·가스 산업에 집중됨으
로써 나이지리아 제조업은 지난 1990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
나,〔표 Ⅰ-4〕
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6년간 나이지리아의 농업
및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원유·가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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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나이지리아의 산업별 GDP 구조

(단위: %)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농업

39.0

38.7

41.5

41.0

41.2

41.8

공업

21.9

20.2

17.2

29.7

28.3

26.1

12.9

12.6

10.4

25.7

24.3

21.9

- 광업

0.3

0.3

0.3

0.3

0.3

0.3

- 제조업

8.7

7.2

6.5

3.7

3.8

3.9

1.9

2.0

2.1

1.4

1.5

1.6

도소매, 무역

12.7

12.2

11.6

12.9

13.8

14.8

서비스 및 기타

24.4

26.9

27.6

15.0

15.2

1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원유·가스

건설

총 GDP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Annual Report and Statement of Accounts, 각호.

12.9%에서 2006년 21.9%까지 상승하였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
중도 39.0%에서 41.8%로 상승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 8.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3.9%에 불과했다.

나. 농수산업

석유산업과 함께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은
현재 GDP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대
까지 코코아콩과 땅콩, 두유, 야자유, 야자씨, 고무 등을 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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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산물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 저하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는 코코아와 고무, 야자유 등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쌀, 밀, 옥수수, 설탕 등의 작황호조로 수입
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오바산조 정부가 농업부문
발전을 위해 일부 작물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금지조치와 가격유
지정책을 펼친 덕분에 곡물생산량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6년 기준 농산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2005년 평균 농산물 생산증가율
6.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최근에는 민간사업자들이 50~2,000ha에 이르는 농지를 취득
하여 대단위 농경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현대적인 영농방식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농업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영농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농기계화와 과학적인 재배방식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식량 생산과 농산물 수출 확
대를 통해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이외에 목축업, 수산업 등은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이 낮은 편이다. 목축업에서는 소 사육이 가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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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나이지리아 농업 관련 주요 통계

구분

통계

농업인구

38.1백만 명

농경 가능 면적

282만 ha

농업 부문 GDP(전체 GDP 대비 비율)

11,761백만 달러(35.7%)

농업 부문 1인당 GDP

364달러

농업 부문에 대한 원조

169백만 달러

인구 100명당 농경가능 면적

60ha

빈곤비율

34.1%

- 도시

30.4%

- 농촌

36.4%

자료: FAO(2004), Statistical Yearbook 2004/2005; FAO(2006), Statistical Yearbook
2005/2006.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축 전염병과 물 부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수산업 역시 연안해안과 강, 호수 등지에
서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어획량이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가 어부들에게 현대식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며 수산업 현대화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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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유·가스 산업

나이지리아는 세계 7위 산유국으로 일산 250만 배럴의 원유생
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산 1억 2천만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
기도 하다. 현재 나이지리아에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만 176조
입방피트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 및 인프라 부족으로 미개
발된 매장량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유·가스 산업
은 나이지리아 외화수입의 95%, 재정수입의 70~80%, GDP의 1/5
가량을 차지하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362억 배럴로 알려져 있는 원유 확인
매장량을 400억 배럴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원유 증산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가스 부문 개혁안과 대규모 투자계획
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산업은 석유에너
지부 소속 석유자원국(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이 총괄
하고 있었다. 주요 원유·가스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국영석유
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외국계 석유메
이저와 합작으로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나이지리아 정
부는 석유에너지부와 국영석유공사(NNPC)의 개혁을 골자로 하
는 원유·가스 부문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을 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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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아 정부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
하고 시장친화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해상유전에 280억 달러, 천연가
스 하류부문에 203억 달러 등 원유·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각종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유·가스 증산을 위한 나이지
리아 정부의 개혁 의지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나이지리아에서는 원유·가스 관련 건설 및 플랜트 산업이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제조업

나이지리아의 제조업은 극도로 낙후되어 있다. 원유에 의존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발달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6년 기준 제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설비가동률은
1999년 민선정부 수립 이후 호전되기는 했으나, 2006년 현재 여
전히 53.3%에 머물러 있다.〔표 Ⅰ-6〕
에서 보다시피 나이지리아
제조업의 생산성은 199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광업
과 전력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제
조업의 생산성은 아직까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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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생산성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9.8

90.3

89.4

89.4

88.1

광업

125.6

127.3

133.8

143.2

135.1

전력

117.5

117.8

118.6

233.2

211.3

총생산성

111.2

112.6

115.8

121.6

120.8

제조업

주: 1990=100.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2006),“Annual Report and Statement
Accounts.”

나이지리아의 주요 제조품목은 섬유류, 음료, 담배, 세제, 시멘
트 등으로 경공업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철강, 석유
화학, 비료, 금속 등 중공업부문은 정부의 집중육성정책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석유 판매수익이
급증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공업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골
자로 하는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라 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부실과 설비관리 미비
로 인해 현재 나이지리아 철강공장들의 설비가동률은 20%에 머
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동을 중지한 곳도 많다. 비료 등 석유
화학산업과 금속산업 또한 생산설비용량의 10%에 불과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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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부문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제조업 고용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이지리아 제
조업은 낙후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 건설산업

1999년 출범한 민선 1기 정부 이후 인프라 시설 보수 및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나이지리아의 건설산업이 급성
장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고유가로 인한 원유 수출·수입 증
대로 원유 관련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건설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원유·가스 관련 플랜트 건
설 프로젝트와 도로, 철도 등 인프라부문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외국계 대형 건설회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현지 중소 건설회사들에 비해 자금 확보와 기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과 플랜트 공사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외국계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다. 현지 업체들은 외
국계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하청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
며, 소형주택이나 건물 건설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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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와 외국계 오일메이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건설경기는 단기적
으로 활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이 2012년까지 연평균 15.8%
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불안에 따른 지급능력 부족, 부정
부패, 치안불안, 인프라 부족 등은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의 성장
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 통신산업

나이지리아의 통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
리아의 유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각종 최첨단 이동통신기술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동안 국영정보통신(NITEL)이 독점하여
운영해오던 기존 유선전화망이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통신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이지리아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정책에 따라 나이지리아 국영정
보통신이 민영화되었고, 약 21개의 민간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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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에는 최대 통신사인 MTN(시장
점유율 43.4%), CELTEL(21.6%) 등을 비롯한 여러 민간 이동통
신회사가 진출해 있다. 이 민간 통신업체들은 자율경쟁 체제하
에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이지리
아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동통신에 비해 유선통신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3년 국영정보통신(NITEL)의 지분을 Transcorp에 매각한 바
있으나, Transcorp의 수익성 부재와 경영난으로 2008년 2월에는
다시 운영권을 박탈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약 250만 회선의
유선라인이 설치되었으나, 통화품질과 서비스의 낙후 등으로 사
용률은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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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정책

가. 국가경제개발전략

｢국가경제개발전략(NEEDSN : ational Economic Empowerment
& Develo-pment Strategy)｣은 오바산조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나이지리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 중기(2004~2007년) 경제발
전계획이다. 오바산조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장기적 경제성장
을 위해서 강력한 경제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4년에 이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가경제개발전략｣(NEEDS)
의 핵심은 민영화(privatization), 규제 완화(deregulation),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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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zation)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부문을 적극 육
성하고 규제 완화와 자유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발전략은 정부개혁, 민간부문 육
성, 사회헌장 이행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먼저 정부개
혁부문에서는 부패퇴치와 투명성 증대, 법치사회 건설 등을 주
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전문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명시하였다. 민간부문 육
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 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실천계획을 세웠다. 또한 연금제
도 개혁, 일자리 창출, 농촌개발 등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경제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도 마련되었다.
오바산조 정부의 ｢국가경제개발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에 설정한 중기 경제성장 목
표치와 실제 경제지수를 비교해보면, 제조설비 가동률과 식수 공
급 비율 등은 기대에 못미쳤지만, 농업부문의 성장률과 수출 증
가율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통신과 인
프라 등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부문은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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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비석유부문의 성
장과 민간부문 육성정책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경제는 지난 5년
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
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치안불안, 인프라 낙후 등은 오바산조 정
권의 경제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의 민선 2기 정부는 전임 정부
의 경제 개혁 및 발전 의지를 이어받아 더욱 강력한 경제개발전

그림 Ⅰ-2 나이지리아 ｢국가경제개발전략｣ 개요

자료: Adogamhe(2007),“The Nigerian National Economic Empowerment and
Development Strategy: A Critical Assessment”2007년 2월 28일~3월 3일.
48th Annual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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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7 나이지리아 ｢국가경제개발전략｣의 경제성장 목표와 달성도

------ 목표치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제치(연도)

1. 거시경제지표
실질GDP성장률

%

8.6

신규 일자리 창출 백만
물가상승률

5.0

6.0

6.0

7.0

1

2

2

2

6.4(2007)

%

11.0

10.0

9.5

9.5

9.5

5.5(2007)

농업부문 성장률

%

7.0

6.0

6.0

6.0

6.0

6.8(2005)

제조업 성장률

%

7.0

7.0

7.0

7.0

9.4(2005)

제조설비 가동률

%

70.0

53.3(2006)

부채/GDP

%

3.0

3.0

6.6(2006)

7,186 7,686 8,686 9,696

10,686

51,334 (2007)

2. 산업별

53.0
3.0

3.0

3. 대외경제
외환보유액
수입증가율

%

15.0

18.0

25.0

30.0

19(2006)

수출증가율

%

10.0

20.0

25.0

30.0

25(2006)

식품 수입/총수입

%

14.5

5.0

6.9(2005)

HIV/AIDS 비율

%

6.1

5.0

4.0(2005)

식수 공급 비율

%

64.1

70.0

48(2006)

10,000

6,000(2006)

4. 보건부문

5. 인프라시설
전력

MW

4,000

7,000

자료: 세계은행(2008),“WDI Database”및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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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고 있다. 새 정부는 소위 ‘NEEDS 2’라 불리는 중기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라두아 대통령이 시
장 불간섭 및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시장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을 지속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NEEDS 2는 기존
NEEDS의 기본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경제개발전략은 야라두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
절 내놓은 7대 국정과제(Seven Point Agenda of Priorities in Terms
of Reform)를 토대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야라두아 대통령의 7
대 국정과제는 ① 에너지인프라 발전, ② 농업부문 육성 및 식량
의 수급 개선, ③ 고용촉진, ④ 인프라 확충, ⑤ 토지개혁, ⑥ 치
안안정, ⑦ 어린이 교육기회 증진 등이다.

나. 민영화 정책

나이지리아는 장기간의 군부통치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부
채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
을 추진 중이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인 석유, 전력,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
은 대부분 국가통제하에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부
패,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세금을 낭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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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요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인 경영실태는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지
적받아왔다. 2001년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기업 보조금은 3억 2
천만 달러(GDP의 0.68%)에 달했으나, 수익률은 미미하거나 적
자에 머물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낭비와 비효율을 퇴
치하고 사회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주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민영화 사업은
공기업사무국(Bureau of Public Enterprise)과 국가민영화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Privatization)가 전담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이 추진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116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가장 큰 민영화 추진
실적은 나이지리아 전력공사(Power Holding Company of Nigeria:
PHCN)가 18개 지주회사로 분리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나이지
리아 국영통신회사(NITEL : Nigeria Telecommunications Limited)도
매각되었다.
그동안 국가통제하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제한되던 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기회도 확대되었다. 통신, 전력, 원유·가
스 하류부문(downstream) 등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어, 최
근 민간자본이 대규모 유입되고 있다. 특히 통신부문에 대한 민
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1년 통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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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허용 이후 4년간 약 10억 달러 상당의
민간투자자본이 유입되었다.

다.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발전, 실업률 해소, 민간부문 육성, 산업기
술 습득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축소, 투자보호협약 체결, 투자인센티
브 제공, 수출가공지역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는 1995년 투자법 개정을 통해 석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시 현지인과 차별 없는 동일
한 법 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민영화 법(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Act)에 따
른 전기·전자·통신분야의 공기업 민영화시 외국인투자자에
게도 주요 공공기업의 주식 매각을 통한 경영권 참여기회를
허용하였다.
이 밖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인자본 유치를 위해 각종 조
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산업별·지역별 투자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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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주어 정부가 원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별 투자인센티브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정한 65개 선도산업
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발전법(Industrial DevelopmentIncome Tax relief Act 22, 1971년, 1988년 개정)에 따라 선도 산업
에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선도산업 지정
업종은 식품가공, 금속정련, 화학제품 제조, 의약품 제조 등이다. 특
히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물 자원
개발부문에 대해서는 3~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자원 개발지역의
도로 및 전력설비 등 인프라를 지원해주며 광산 개발시 외국인 지분
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특별 투자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산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원자재 사용 비율
(Local contents)이 일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5년간 제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산업별 국산 원자재 사용비
율은 농산물 제조분야가 80%, 농업이 70%, 엔지니어링분야가 60%,
화학분야는 60%, 석유화학분야는 70%이다.
지역별 투자인센티브는 수출가공지역(Export-Processing Zone :
EPZ)에 투자하는 외국계기업에 제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칼라바르 지역에 수출가공지
역을 설립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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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8 나이지리아의 산업별 투자인센티브 개요

부문

전 산업

투자인센티브
·선도산업(pioneer industry)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5년간 세
금 면제
·R&D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수출가공지역내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면제
·중소기업과 농업분야에서 대해서는 농업협동발전은행(Nigerian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Rural Development Bank)을
통해 보조금 지원

- 원유·가스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기계장치류 수입시 관세 및 부과세 면제
(5년간)
·유전 개발시 정부와 생산물분배조약(PSC)을 맺은 사업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자 및 이익금에 대한 세금 공제, 회사 간 채무
거래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외환 규제 철폐

- 농업

·가축 사육을 위한 수입품에 무관세
·낙후지역 농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가속상각 인정

- 광업

·광산 채굴 사업자는 3년간 면세(2년 추가연장 가능), 채굴을 위
한 기계시설 수입시 관세 면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합작의무 없이 100% 지분 소유 가능

- 관광

- 인프라

- 수출

·호텔 운영 소득의 25%에 대해 면세 혜택
·도로, 수도,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한 비용의
20%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기간 제한 없음)
·수출가공지역(Export-Processing Zone)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주정부세, 기타 공과금 면제
·외자기업 생산제품의 최고 25%까지 내수 판매 허용

자료: WTO(2005),“Trade Policy Report: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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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정부세, 기타 공과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지역에 유입되는 모든 자본재, 소비재, 원자재, 부품재
등에 대한 관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환적
과 창고이용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수출가공지역
이외에도 원유·가스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자유지대가
1996년에 Apapa, Ikeja, Iganmu 등지에 설립되었다. 이후 추가적
으로 나이지리아 전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 지역에서 활
동하는 기업들에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다. 기업들은 주정부와 계약하여 25~99년 임대형식으로 산업시
설에 입주하고 있다. 초기 토지 임대료는 낮은 편이지만, 일부
주정부가 추가 임대료 및 거래세를 요구하거나, 토지 임대시 시
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라. 통상정책

나이지리아의 통상정책은 국내산업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나이지리아는 대외
적으로는 통상 자유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목
표로 한다고 천명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나이지리아의 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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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보호주의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수입규제는 관세와 수입금지품목 설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는 원유의 수출·수입 다음으로 나이지리
아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다. 나이지리아의 수입관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는 농업, 제조업 등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WTO가 발간한『나이지리아 무역정책 보고서(Trade
Policy Report: Nigeria)』
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전 세
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나이지리아의 관세율은 오
히려 지난 1990년대에 비해 높아졌다. 2003년 이루어진 관세법
개정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품목에 따라 2.5%에서 150%
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법 개정에 따라 원자
재, 금속 등 일부 품목은 최하 2.5%까지 관세가 인하된 반면, 쌀
과 옥수수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70%로 관세를 인
상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제품 등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최대 65%까지 관세를 인상하였다.
2006년부터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 States)의 공동관세를 일부분
도입하였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서아프리카국가들의 공동
번영과 지역안정을 위해 1975년 설립된 경제공동체로,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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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세네갈, 가나, 기니, 토고, 베냉, 말리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관세 도입, 역내 생산제품 무관세 통관 등 유럽
연합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2005년에
공동관세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2006년에 공동관
세를 일부 도입하여 필수품은 0%, 원자재 및 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로 관세를 낮추었다. 그러나 담배, 철강, 맥주,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산업군’이라고 하여 50%의 수입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해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 산업
군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철강, 맥주, 음료수 등의 제품에 대해서
도 공동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관련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 공동관세 도입은 연기된 상태이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여 수입규제를 하
고 있다. 2005년에 신규 수입금지품목 43개가 발효되었는데, 이
는 종전의 18개에 비해 25개 품목군이 증가한 것이다. 자전거
부품, 옥수수, 플라스틱 용기 등 나이지리아 전략산업인 농업·
제조업 관련된 품목 등이 수입금지품목에 추가되었다. 2008년 1
월 1일부터 현재의 수입금지조치도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
시 국내 제조업체의 반발로 연기된 상태이다.
관세와 수입금지품목 이외에도 복잡한 통관절차, 시험, 라벨
링, 인증 등 번잡한 검사제도, 관세행정시스템의 낙후성 등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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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아로의 수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수입은 규제
하는 반면 수출은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는 석유와 가스가
나이지리아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석유부문
의 수출을 강화하고 수출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나이지리아 정
부의 주요 통상정책이다.

글상자 Ⅰ-2 나이지리아 수입금지품목(2007년)

조류(냉동가금 포함), 돼지고기, 소고기와 가공품, 양고기, 염소고기, 새의 알
(계란 등), 꽃(조화 및 생화), 카사바 및 그 제품, 신선 및 건조 과일, 옥수수,
조, 수수, 밀가루, 식용유 및 지방(공업용 원료 제외), 과자류(초콜릿 제외), 코
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스파게티 국수, 비스킷, 과일주스, 물(생수, 소다수
등), 맥주, Byntonites and Barytes, 시멘트,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일부),
치약, 비누 및 세제, 모기퇴치 코일, 소독제, 살균제, 플라스틱 위생용기, 이쑤
시개. 재생 및 중고 타이어, 골판지. 봉투, 일기장, 엽서카드, 달력, 노트, 직물
및 그 제품, 섬유사, 신발 및 가방, 칼, 도끼, 삽, 괭이, 중고 컴프레서, 중고 에
어컨 및 중고 냉장냉동고, 중고 자동차(제조연도 기준 8년 이상 경과), 자전거
및 부품, 손수레, 가구, 소음방지 케이싱, 게임기, 볼펜, 빈 유리병
자료: 나이지리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ng).

34｜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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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스 산업 관련 정책

3/

최근 원유·가스 산업 동향

4/
5/

산업 개황

외국인투자 동향

원유 · 가스 부문 성장잠재력 및 전망

1
산업 개황

나

이지리아는 일산 250만 배럴의 원유생산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 세계 7위의 산유국으로, 원유·가스 산업 부문

이 외환수입의 95%, 재정수입의 75% 및 GDP의 1/3 가량을 점
유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일산 1억 2천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
산하고 있는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확인된 천연가
스 매장량만 176조 입방피트에 달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채집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및 기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의
75% 가량이 자연 연소되어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API 등급 21~45의 저유황 경질유(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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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Crude)로, 국제원유시장에서 고품질 원유로 인정받고 있는
데, 대부분의 원유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내륙 및 해상 유전에
서 생산되고 있으며, 7개의 원유 수송터미널을 통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확인된 원유매장량은 2007년 362억 배럴로 알
려져 있는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가스 산업 부문의 다양
한 개혁조치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인된 원유매장량을 2010
년까지 400억 배럴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림 Ⅱ-1 서아프리카지역의 원유 생산 현황

자료: National Geographi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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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유·가스 산업 관련 정책

가. 국산화 정책

2008년 나이지리아는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국산화 정책
(Local Content Requirement Policy)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나이지리
아 원유·가스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행정지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Nigerian
Content Development Bill)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국산화 정책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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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2004년, 경제성장과 자국 내 원유·가
스 산업의 기술개발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원유·가스
산업에 국산화 정책을 도입, 엔지니어링·조립·조달 및 기타 서
비스 부문에서 외국기업들이 국산화율을 연차적으로 제고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을 2005년 25%, 2006년 45%에서
2010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마크(David Mark) 나이지리아 상원의장
은 최근 개최된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부문의 반
대에도 상원, 석유자원위원회(Senate Committee on Petroleum
Resources)의 협조하에 지난 2003년 의회에 제출된 채 계류되
어 있는 나이지리아의 콘텐츠 개발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마크 상원의장은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은 원
유․가스 산업의 국산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외
국인 전문직 기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더욱 많은 참여기회가 나이지리아 전문직 기술자들
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은 향후 나이지리아 원유·
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운영사업 및 거래 등
에 있어 국산화율의 제고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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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한편 라고스 상공회의소 원유생산자그룹(Oil Producers Trade
Group)은 2007년 말,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에 반대한다
는 내용의 메모를 나이지리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원유생산자그룹은 이 메모에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후 10년
이 경과한 모든 다국적 원유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 이사진의
60% 이상과 관리직·전문직·감독직 직원의 95% 이상을 나이
지리아 국민들로 채우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결과적으로 나이지
리아 원유·가스 산업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투자가
를 몰아내게 됨으로써 나이지리아의 고용규모가 지금보다 오히
려 감소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생산자그룹은 또한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은 나이
지리아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기술 이
전이나 R&D 결과물의 활용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이지리아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부문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국산화 비율 충족이 필수이며, 이에 대비한 원유생
산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
아내 최대 원유생산업체인 Shell사는 엔지니어링 설계업무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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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Aberdeen에서 나이지리아 Port Harcourt로 이전하였으며,
Chevron사의 경우 국산화 비율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글상자 2-1 나이지리아 콘텐츠 개발 법안의 주요 내용

○ 법규정의 이행을 총괄할 나이지리아 콘텐츠 감독위원회 설립
○ 나이지리아 콘텐츠의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나이지리아 콘텐
츠 개발기금 설립
○ 모든 다국적 원유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은 서비스 및 기자재 공급 계획, 고
용훈련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나이지리아 콘텐츠 감독위원회에 제출
○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후 10년이 경과한 모든 다국적 원유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은 관리직·전문직·감독직 직원의 95% 이상과 이사진의 60% 이상
을 나이지리아 국민으로 구성
○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은 나이지리아 노동인력(간부직)의 최소 고
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노동조항을 반드시 포함

나. 원유·가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
부서는 석유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for Petroleum) 소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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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원국(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이며, 국영기업인 나
이지리아 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외국계 석유메이저들과 합작으로 원유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
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인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
해, 석유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for Petroleum) 및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해체를 골자
로 하는, 원유·가스 관련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
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산업 위원회(Oil and Gas
Industry Committee) 및 원유·가스 개혁 위원회(Oil and Gas
Reform Committee) 등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이지리
아 행정수도인 아부자에서 개최된 연방각료회의(Federal
Executive Council)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 조직개편에 따라 석유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for Petroleum) 가 해체되고 및 전국
석유이사회(National Petroleum Directorate)가 신설되어 원유·가스
부문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석유공사
(NNPC)가 해체되고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가 신규
설립되었으며, 석유에너지부 소속 석유자원국(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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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um Resources)이 해체되고 독립기관으로 석유감사위원회
(Petroleum Inspectorate Commission)가 신규 설립되었다. 하류부문
(Downstream)에서는 기존 파이프라인 제품 마케팅회사(Pipeline
Products Marketing Company)가 해체되었고 석유제품 배급기관
(Petroleum Products Distribution Authority)이 신규 설립되었다. 투
자관련 부문에서는 국영 석유투자관리서비스회사(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Company)가 해체되고 국영
석유 가스 자산 지주회사(National Oil and Gas Assets Holding
Company)가 신규 설립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에너지평의회(National
Energy Council)를 새로 구성하여 향후 6개월 내에 이번 조직개
편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에너지평의회는 야라두아(Yar'adua) 대통령(위원장), 굿
럭(Goodluck) 부통령(부위원장), 석유·가스·전력 담당·장관
(Ministers of State for Energy － Petroleum, Gas and Power), 재무·
기획 담당 장관(Ministers of Finance and National Planning), 에너
지 담당 특별보좌관(Honorary Special Adviser on Energy), 검찰총
장(Attorney General),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 안보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er), 대통령 임명 예정인사 4명 및 비서 등
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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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투자 확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6년에 유전광구 56개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국제입찰을 시작하였으며, 전력생산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가스발전소 22기(전력생산 능력: 12,000MW)를 건
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내륙유전 64억 달
러, 해상유전 280억 달러, 천연가스 상류부문에 124억 달러, 천
연가스 하류부문에 203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된 잉여 원유계
정(Excess Crude Account)을 활용하여, 천연가스 하류부문에 203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OK
LNG Plant에 98억 달러, OK Pipeline Project에 20억 달러, Brass
LNG Plant에 8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는 2007년부터 원유·가스 산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부문에 5억 달러(향후 5년 동안), 조립 및
건설 부문에 매년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조립
(Fabrication) 및 건설 부문에서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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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원유·가스 산업 동향

가. 생산동향

나이지리아에서는 1956년, Shell D'Arcy Petroleum사에 의해 처
음으로 원유가 발견되었으며, 1958년 니제르 델타(Niger Delta)
동부지역 소재 올로이비리(Oloibiri) 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시작
되었다.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원유생산 중심지인 니제르 델타 지역에
606개의 유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부분
의 유전이 매장량 1억 배럴 미만의 소규모 유전이다. 니제르 델
타 지역 유전 중에 355개 유전은 내륙유전, 251개 유전은 해상
유전이며, 이 중 193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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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델타 지역 외에서는 현재까지 28개 유전이 탐사되었는
데, 아남브라주(Anambra State)에 2개 유전, 에도주(Edo State) 및
베누에주(Benue State)에 각각 1개 유전, 차드 분지(Chad Basin)
에 24개 유전 등이 분포되어 있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으로 생산쿼터에 따라 석유생산량
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OPEC의 나이
지리아 생산쿼터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NNPC(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mpany)에 생산량 증대 및
OPEC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Ⅱ-2 니제르 델타(Niger Delta)지역의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자료: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mpan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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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2001
원 매장량(억bbl)
유 생산량(천b/d)
가 매장량(tcf)
스 생산량(bcf/d)

2002

2003

2004

2005

2006

315

343

353

359

362

362

2,274

2,103

2,263

2,502

2,580

2,460

163.5

176.5

176.4

184.6

181.8

183.9

1.4

1.4

1.9

2.2

2.2

2.7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

나이지리아는 두 가지 원유생산방식, 즉 합작회사(JV : Joint
Venture)와 생산물분배협정(PSC : 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택하고 있다. 합작회사방식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 오일메이
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원유를 탐사, 생산하는 방식이며,
생산물분배협정방식은 생산업체가 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생산된
원유를 나이지리아 정부와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생산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으로 합
작회사와 생산물분배협정를 활용하고 있으나 합작회사방식
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합작회사인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NNPC가 대주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전체 원유생산의 50%(1.1백만 b/d)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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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2007년 주요 기업별 원유생산량 현황

기업명

생산량(배럴)

일산 평균(배럴)

비중(%)

SHELL

135,581,470

371,456

17.07

MOBIL

198,204,669

543,026

24.95

CHEVRON

127,102,719

348,226

16.00

ELF

77,170,559

211,426

9.72

NAOC/PHILLIPS

39,683,316

108,721

5.00

2,231,363

6,113

0.28

ADDAX

37,241,668

102,031

4.69

ESSO EXP. & PRO. NIG LTD

68,061,411

186,469

8.57

6,122,815

16,774

0.77

73,973,750

202,667

9.31

4,110,048

11,260

0.52

15,853,124

43,433

2.00

CONSOLIDATED

422,753

1,158

0.05

EXPRESS PETROLEUM

314,778

862

0.04

AMNI

638,596

1,749

0.08

18,278

50

0.00

480,283

1,315

0.06

CONTINENTAL OIL

3,531,935

9,676

0.44

MONIPULO

3,239,042

8,874

0.41

321,172

879

0.04

794,303,749

2,176,174

100.00

CHEVRON/TEXACO

NAE
SNEPCO
AENR
NPDC/AENR

CAVENDISH PETROLEUM
ATLAS

NIGER DELTA PET. RES.
TOTAL

자료:“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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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 파트너로는 Shell, Mobil, Chevron, Agip, Elf, Texaco
등 6개 업체가 있으며, Shell은 일일생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
는 135만 배럴씩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PSC 참여업체는
Pan Ocean Oil, Addax Oil 등 2개사이다.
2007년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은 7억 9천만 배럴(일산 2.18백
만 배럴)을 생산하였다. 이는 2006년 8억 6천만 배럴(일산 2.38
백만 배럴) 생산에 비해 8.92%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2005년부터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무장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송유관
폭발 사고, 외국인 근로자 납치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위험을 피하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니만의 해상유전 광구개발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기니만의 61개 광구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위해 1989년
NNPC 49%, Shell 25.6%, Total LNG Nigeria Ltd 15%, ENI
10.4%로 구성한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 회사(NLNG : Nigeria
Liquefied Natural Gas Ltd)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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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나이지리아 천연가스 생산 및 연소율 현황(2007년)

자료:“NNPC Annual Report 2007.”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07년 나이지리
아 천연가스 생산은 Chevron, Exxon Mobil 등 9개의 원유개발기업
에 의해 약 2,415.65BSCF(Billion Standard Cubic Feet)가 생산되었으
며, 이는 2006년대비 약 10.69% 증가한 양이다. 자연 연소율 또

Ⅱ. 원유·가스 산업｜51

한 대폭 감소되어 2007년 기준 총생산의 32.68%(789.55BSCF)를
차지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천연가스의 자연 연소율을 2008년
까지 제로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천연가
스 수출금액을 2010년까지 원유 수출금액의 50%로 증가시킬 계
획이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6년 동안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
(NLNG : Nigerian Liquified Natural Gas)를 통해 76억 달러 이상
의 가스를 수출하였으며, 가스생산은 현재 NLNG의 2, 3 및 4
Trains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국내 가스 수요는 현재 매일 6억 입방피트에서
2010년에는 매일 50억 입방피트로 8배가량, 가스 수출수요는
2010년에는 현재보다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8년에는 Shell,
ExxonMobil 및 Chevron 등과 같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나이
지리아내 가스유전 탐사 및 개발활동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는 국영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현재 4개의 정유공장(정유능력: 일산 44만 5,000배럴)을 운영하
고 있으며, 일산 1,800만 리터의 석유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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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이지리아의 정유공장은 남부 포트하커트(Port Harcourt, 2개)
및 와리(Warri, 1개) 등에 3개, 북부 카두나주(Kaduna State)에 1
개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정유공장 가동률이 평균 30%
미만에 불과하여 실제 석유제품 생산량은 일산 500만 리터 내외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7위의 산유국임에도 불
구하고, 나이지리아는 하루 3천만 리터에 달하는 내수용 석유제
품의 대부분을 수입(나이지리아 석유공사 수입 1,900만 리터 및
민간업체 수입 600만 리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제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타개하기 위해 나이
지리아 정부는 2007년 4월, 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라고스
주(Lagos State)의 레끼(Lekki) 및 온도주(Ondo State)와 오군주
(Ogun State) 중간에 위치한 올로콜라(Olokola) 등에 각각 일산
70만 배럴 및 3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신규 건립하기로 결
정했다.

나. 니제르 델타 지역의 생산 차질

나이지리아는 일산 250만 배럴의 원유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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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테러활동에 의해 원유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실제
원유생산량은 일산 20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하루 원유생산 차질분이 최근 들어 100만 배럴
에 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2008년 초에 공식 발표한 하루 60만 배
럴의 원유생산 차질분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 차질분이 언제부터 하루 100만 배럴
까지 증가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국영 석유투자관리서비
스 회사(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Company)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현지 원유산업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
차질분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원유생산 중심지인 니제
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불안한 치안여건이 좀처럼 개선되
지 못하고 무장단체들의 테러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국제 석
유메이저 및 독립 석유기업들의 원유생산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제 원유시장에서 원유가 배럴당 89~96달러 선에 거래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나이지리아는 매일 9천만 달러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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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입고 있는 셈인데, 현지 원유산업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Shell, Mobil 및 Chevron 등의 국제 석유메이저들이 일산 60만 배
럴의 직접적인 원유생산 차질을, 원유수출을 국제 석유메이저들
의 기반시설에 의존하는 독립 석유기업들이 40만 배럴의 간접적
인 원유생산 차질을 각각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나이지리아는 원유생산 가능 유전을 모두
가동한다 하더라도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정한 원유생산 쿼터(일산 210만 배럴)를
맞추기에도 급급한 실정으로, 원유생산능력 추가 확보를 위해
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해유전 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오고니(Ogoni) 및 이죠(Ijaw) 부족으로 대
표되는 니제르 델타 지역 부족그룹 간의 원유생산 수익배분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초래된 이 지역의 치안위기는 2005년 이
후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단체들이 석유자원 통제권의
지방화, 농지 및 환경파괴에 대한 연방정부의 배상, 수감 중인
부족 지도자들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외국인 근로자
납치 및 원유생산 시설에 대한 무장공격 등을 무차별 전개하면
서 크게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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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두아(Yaradua) 현(現) 대통령의 민선 2기 행정부는 전임
오바산조 행정부에 이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부문인 나이지리
아 원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치안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장단체 대표들과 테러 중단
및 상호 화해를 위한 평화협상을 추진해왔으나, 국내외의 큰 기
대를 등에 업고 시작한 평화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좀처럼 타
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며, 그동안 테러활동을 자제해왔던 일부 무장단체가 협상 결렬
및 테러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니제르 델타 지역의 치안여건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최근
니제르델타 지역의 불안한 치안여건으로 인해영해(Territorial
Waters)상의 안전이 계속해서 위협받을 경우에는 외국 선적 원
유·가스 운반선의 나이지리아 입항을 전면금지할 것이라고 나
이지리아 정부에 정식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산업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아부자(Abuja, 나이지리아 수도)에서 개최된 기니만 원유·
가스 콘퍼런스(Gulf of Guinea Oil and Gas Conference)에서 국제
해사기구의 경고 사실을 직접 밝힌 아부다카 라왈 야라두아
(Abubakar Lawal Yar'Adua)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 사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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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사기구가 나이지리아에 조사단을 파견해 니제르 델타 지역
의 치안여건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니제르 델타 지역의 치안여건이 그때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
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지리아는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선박운항
위험지역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외국 선적 원유·가스 운
반선의 나이지리아 입항이 전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보험
회사들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잠재위험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입
항선박에 대한 부보를 기피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
의 원유·가스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국제해사기구, 국영 석유공
사 및 국제 석유메이저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
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파괴,
인질 납치 및 공해상에서의 선박 공격 등과 같은 테러 행위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경우, 국제해사기구와의 협상에서 나이지리
아 정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수출 현황

2007년 나이지리아는 793백만 톤의 원유를 수출하여 2006년
817백만 톤 수출에 비해 2.89% 감소하였다. 이는 나이지리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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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끊임없는 무장소요사태 및 외국인 근로
자 납치로 인하여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원유수출을 대륙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수출 중 절
반 이상인 약 54.43%(432백만 톤)이 북미지역으로 수출되었으
며, 유럽 15.21%(120만 톤), 아시아지역에는 12.48%(99백만 톤)
이 수출되었다. 중남미지역은 9.30%이며, 아프리카 지역으로
8.57%만이 수출되었다.

그림 Ⅱ-4 나이지리아 대륙별 원유수출 현황

자료:“NNPC 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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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 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3년 이전에는 비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나이
지리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원유·가
스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의 2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석유메이저들의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진출
이 본격화되면서, 원유·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72억 달러에 달하였고, 이는 나
이지리아 전체 투자의 8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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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나이지리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비석유
부 문

석유부문

산 업

2002

2003

2004

2005

2006(상)

인프라

34.23

140.91

178.25

122.57

1,217.91

농 업

6.00

7.45

8.60

6.98

6.97

서비스

77.48

86.12

147.75

786.27

40.23

광물자원

-

-

10.02

10.80

-

화학의약

0.04

0.08

0.40

0.36

8.32

제 조

79.03

94.66

260.50

334.80

160.93

기 타

22.75

12.37

49.09

67.86

21.46

소 계

219.53

341.59

654.61

1,329.64

1,455.82

원유·가스

47.71

99.27

6,612.88

7,183.47

2,707.65

자료: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of Nigeria, Central Bank of Nigeria.

나. 투자 전망

니제르 델타 지역 내의 혼란상황은 주로 빈곤과 부정부패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국제인권와치(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가 2007년 1월 3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니제르 델
타 지역내의 각 주(State)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관리
들의 부정부패 및 석유수입 부실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스 주(Rivers State) 정부는 2006년에 13억 달러의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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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연방정부로부터 교부받았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부
금 명목으로 매일 9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연회
및 접대, 선물·기념품 명목으로 1천만 달러를 예산에 계상했다.
나이지리아 리버스 주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 내의 주 중에
서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았으나, 이
지역의 청년층과 무장단체들은 리버스 주 정부의 예산지출에 투
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니제르 델타 지역
내의 소요 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원
유 생산은 2006년 20% 이상 감소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은 GDP의 20%,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65% 및 외환소득의 9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니제르 델타 지역 내의 폭력사태 및 외국인 근로자 납
치사건 등으로 인해 나이지리아는 매일 2억 9,500만 달러의 경
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내의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활동
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71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투자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으며,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다국적 회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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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

1) Chevron Nigeria Ltd.
Chevron은 아프리카 원유 탐사 및 개발 사업에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적인 품질의 석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hevron은 나이지리아 현지법인 기
업인 Chevron Nigeria Ltd을 1913년에 설립하였으며, 석유 정부
기관인 NNPC와 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60:40의 지분으로 원
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6년 기준 Chevron은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 델타 지역의
육상 및 해상을 포함하여 약 10,243s/km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으며, 일산 387천 배럴의 원유 및 72백만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
연가스 및 5천 배럴의 LPG를 생산하고 있다.
Chevron은 약 380개의 Texaco 서비스 스테이션과 함께 나이지
리아 석유 판매시장의 대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윤활유와 그리스를 생산하는 선도기업으로 Apapa에 일산 25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Chevron은 나이지리아 로컬 콘텐cm 법안이 상정되기 전, 전담
반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환경에 빠르게 대
응하였다. 그 결과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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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서 약 2천 명 이상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자
의 90% 이상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다.
Chevron은 생산현장의 불안한 치안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으로 생산을 재개해왔다. 2003년 3월 Chevron의 원유생산은 커뮤
니티의 공격과 만행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 1월 Chevron의 생산
은 Abitee Field에서 재개되었으며, 이듬해인 2005년 4월 Makaraba
와 Utonana Field 지역에서도 생산이 복구되었다. Chevron은
EPS(Early Production System)을 Dibi Field에 건설하는 등 생산을
확대하였지만, 2006년 다시 한 번 커뮤니티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Chevron이 원유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
은 생산현장인 니제르 델타 지역에 전력, 수도, 환경보호, 학교
및 의료 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발
전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Chevron이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는 원유개발로
인하여 자연파괴, 식수원 고갈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파
괴되고 있어 이를 위한 보상차원 및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Chevron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가스 프로젝트로서 1997년부터
시작된 Escravos Gas Project(EGP)를 발주한 기업이며, 독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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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연가스 개발사업의 선도기업
이 되었다. 또한 Chevron은 2000년 이 프로젝트가 2단계에 들어
서면서 일산 285백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2005년 프로젝트가 3단계로 진행되면서 일산 680백만 입방피트
를 생산하는 등 천연가스 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2) Shell Nigeria
Shell Nigeria는 1938년 영국이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배하였던
시기에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먼저 석유개발을 시작하였고, 1956
년 나이지리아 최초로 석유 개발 및 수출을 시작하였다.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최초 80%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었으나, 수차에 걸친 지분 편성 끝에 나이지리아 석유공
사 55%, Shell이 30%, Elf가 10%, Agip이 5%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Shell이 나이지리아 석유산업 내에서 성공을 거둔 주요한 요인
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나이지리아 국산화 비율 준수이다. 1998년 Shell은 나
이지리아 로컬 콘텐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요 프로젝트
에 도입함으로써 석유개발 중심지역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및 나이지리아 산업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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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은 자체적인 나이지리아 국산화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
여 기자재 조달, 설비, 건설공사 등 Shell의 각종 프로젝트에 도
입함으로써 나이지리아 기업들은 2006년 기준 115억 달러 규모
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Shell은 나이지리아 석유개
발사업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른
석유개발회사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지원이다. 나이지리
아 석유개발이 활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석유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주
요 산업인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에 Shell은 지역
주민, 즉 공동체(Community)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2005년
3,200만 달러, 2006년 5,3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전력 공급,
지역주민 채용, 병원, 학교 건설 등 130여 개의 지역 공동체 지
원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약 280여 개의 추가 프로젝
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Shell은 지역사회의 지
속적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석유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개발하게 되었다.
셋째, 석유개발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투자 집중이다. Shell
은 HFPT(Hydrocarbon Field Planning Too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유 및 가스 개발을 동시에 가능케 함으로써 연간 3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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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주요 기업의 경쟁력

기업명

주요 경쟁력

Chevron
Ni ger i a
Ltd

Chevron은 나이지리아 석유개발의 상류(Upstream) 및 하류
(Downstream)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해상 약 5,200
평방킬로미터, 육상 약 2,600평방킬로미터의 32개 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자회사인 Texaco Nigeria Ltd를 통해 380개 서비스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파(Apapa) 지역에 18만 6천bbl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Chevron Texaco는 1997년 개시된 Escravos Gas Gathering
Project 등을 통해 가스부문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억 9천만 입당피트의 가스가 매일 처리되고 있다.

Shell
Nigeria

Exxon
Mobil
Nigeria

Shell Nigeria는 4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SPDC)가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약 6천 킬로미터의 송유관과 87개의
Flow Station, 100여 개의 유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Bonny와
Forcados에 2개의 원유수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1993년 Shell은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해상유전 탐사권한을 획득하
여, 수심 400에서 1,400미터 내외의 심해유전탐사를 시작했다.
Shell은 2005년 최초로 심해유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나이지리아
해상유전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향후 Shell은 육상보다 해상유전 개발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유전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 및 FPSO 등 해상유전개발
에 필요한 기자재의 국제입찰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xon Mobil은 나이지리아 전체 석유 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
며,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와 60: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까지 Exxon Mobil의 원유생산은 주로 수심이 낮은 인근 해안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Exxon Mobil은 OPL209(56.25%), OML118(20%), OPL219(20%),
OPL220(47.5%), OPL222(30%) 등 1만 2,500skm에 걸쳐 있는 해
상유전 광구 개발에 지분투자하고 있으며, 기니만 연안 공동개발지
역(23개 개발구역으로 매장량은 약 60억~140억 배럴 추정)의 주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xon Mobil은 현재 공격적인 탐사 및 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며, 5
년 안에 일산 100만 배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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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ESS(Expandable Sand Screens)를
도입하여 원유에 섞여 있는 모래 및 불순물을 자동으로 차단하
고, 고가의 석유개발장비의 비용을 줄이면서 원유시추작업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연간 3천만 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밖에도 Shell은 무선통신장비 및 VRC(Virtual Reality
Centre) 등을 개발하는 등 원유·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기술투
자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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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유·가스 부문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 확대 전망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나이지리아에 할당된 생산쿼터가 나
이지리아의 원유매장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나이
지리아 국민의 빈곤상을 감안할 때 생산쿼터는 더 늘어나야 한
다고 주장해 왔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OPEC은 나이지리아의 생산쿼터를 수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추가적인 생산쿼
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최근 고유가로 인해 OPEC은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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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니제르 델타 지역 무장단체의 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바,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나이지리아 원유생산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해상유전 개발 증대 전망

에너지 전문 예측기관인 WOOD MACKENZIE는 향후 10년
이내에 나이지리아 원유생산의 1/3이 해상유전에서 발생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Shell은 2005년 나이지리아 최초의 심해 해상유전인 Bonga 유
전에서 원유생산이 시작되면서 나이지리아도 본격적인 심해 유
전 개발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Chevron은 약 1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gbami 유전(OPL 216, OPL217,
해안선으로부터 110km 떨어진 해상)에서 나이지리아 석유회사
인 Famfa와 함께 생산물분배계약(PSC)방식을 통해 원유를 생산
하고 있다. 또한 Exxon Mobil은 2006년 총 26억 달러를 투자하
여 약 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Erha(OPL209) 유전에서 일산
1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육상유전 개발에서 해상유전 개발로 생산 중심이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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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해상광구 분양을 통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원유생산 중심지인 니제르 델타 지
역의 무장단체 활동으로 인한 생산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해상원유 개발 기술을 가진 석유회사들의 투자가 더욱
집중될 것이며, 생산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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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통신 관련 정책

3/

최근 산업동향

4/

외국인투자 동향

5/

통신시장 전망

1
산업 개황

아

프리카는 전반적으로 통신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무선통
신이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기업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1억 4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는 인구증가율 못지않게 이동통신시장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
다. 유·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GSM, CDMA를 비롯하여 3G, Wi-Fi 등 인터넷과 통합된 최첨
단 이동통신기술의 실험무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에 후발주자로 나선 이동통신사들은 새로운 부가
서비스 및 요금정책으로 신규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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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
은 국영 정보통신(NITEL)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기존의 유
선전화망이 관리부실 및 노후화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고,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을 도입해 나이지리아
통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나이지리아 통신산업은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
였으며,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
한 나이지리아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 품
질 개선, 요금인하를 통해 가입자 수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통신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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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관련 정책

가. 국영 통신사 민영화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 : Nigeria Telecommunication
Company Ltd.)은 1984년 나이지리아 통신부 및 나이지리아 국외
통신국으로부터 설립되었으며, 통신시장의 전면 자유화 정책 이
전까지 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
였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통신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나이지리아 통신
정책(NPT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을 수립, 200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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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800만 개의 유선통신망 회선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1999년까지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은 약 70만 개
의 유선통신회선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가용회선은 약
45만 개에 불과하여 늘어가는 국내 통신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
의 방만한 경영, 부적합한 요금제도 및 부실한 경영으로 새로운
나이지리아 통신정책(NPT)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에 대한 독점적 경영권을 박탈하기에 이르
렀다.
2003년 나이지리아 공기업국(BPE)은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
통신의 민영화를 통해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을
Transcorp에 넘겼다.
Transnational Corporation(Transco)은 2006년 아랍에미레이트의
Etisalat과 영국의 BT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NITEL 지분의 약
75%를 인수하였다. Transcorp는 NITEL의 부실한 통신망 관리를
전면 개선하고, 종업원 수를 줄이는 등 의욕적이며, 파격적인 개
선안을 내세웠지만, 부채는 계속 누적되어 직원급여는 물론 새로
운 네트워크 교체작업마저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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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ranscorp는 통신망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막대한 자
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통신서비스는 나이지리아 통
신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2007년 8월 NITEL은 미국의 Cisco와 영국의 Cable & Wireles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imension Data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나이
지리아 광케이블 백본(Backbone)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
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만 1,5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였다.
Transcorp는 NITEL 가입자 수의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졌으며,
결국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8년 2월 Transcorp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현재 NITEL의 새로운 통신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나.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

나이지리아 정보통신위원회(NCC : Nigerian Communication
Commission)는 통신산업부문의 개혁을 위해 통신시장 전면 자유
화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유선 및 무선 통신시장의 확장, 인터
넷, 공중전화망, VANS, VSAT 등의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도입되
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구축 및 통신장비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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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자유화 정책으로 약 21개의 개별 이동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52만 개의 통신망을 신설하였으
며, 2004년까지 약 1천만 개의 이동통신망으로 늘어났다. 그러
나 급속히 늘어가는 나이지리아 국내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는 ｢전략경영 5개년 계획(The Five
Year Strategic Management Plan(SMP) 2003~2007)｣을 작성하였
다. 이 계획은 ① 신규 이동통신업체들의 시장 진출 보장 및 상
호간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 ② 합리적 요금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우선, ③ 가용한 통신대역을 최적화를 통한 안정
적인 서비스 공급, ④ 나이지리아 통신서비스 표준 제정, ⑤ 국제
통신 및 국내 지방통신 환경 개선, ⑥ 정부기관, 로컬 커뮤니티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도모, ⑦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관리기관 설립
추진 등을 7대 목표로 선정하였다.

다. 통신요금 자유화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의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은 서비스
공급자가 통화요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자, 즉 서비
스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자유화 정책 초기인 2000년에는 개별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

78｜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자에게 미화 약 700달러의 가입비용을 부과하였으며, 당시 이
용자수는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다.

표 Ⅲ-1 나이지리아 주요 통신사별 요금 현황

(요금단위: US 달러 / 분)

구분

이동통신
사업자

국내요금
SIM 카드
(가입비) ON OFF 타 통신
PEAK PEAK 사업자

1

MTN

2.99 0.24

0.20

0.33

2

Celtel

1.57 0.31

0.17

0.16

3

Clo

1.57 0.23

0.19

0.33

4

M-Tel

15.74 0.28

0.22

0.33 ~
0.27

국제
요금

부가서비스

SMS, WAP
Mobile Internet
SMS
0.26 Mobile Internet
3G, Wi-Fi
SMS
0.31
Mobile Internet
0.33

0.78 SMS
0.12 (미국)

5

Starcomms

46.85 0.09

0.09

SMS
0.13 0.46 (영국) (International)
Mobile Internet
0.31 (한국)

74.80
6

Multilinks

110.02 0.05

0.09 (미주)
0.05

0.07

0.17

0.17

165.35

SMS
0.16 (기타) Mobile Internet

27.56
7

Intercellular

47.24 0.17

0.39 SMS

55.12
자료: 무역관 자체 조사, 2008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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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1년 MTN, Glo 등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대대적인 투자를 통하여,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은 본격적
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신규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
자 수 확보를 위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하였고 초기 이동통신 서
비스 가입비용을 약 80~130달러로 대폭 인하하였다.
나이지리아 통신서비스 이용방법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SIM
카드 구입 또는 CDMA 서비스 가입이 있으며, 결제방법은 예치
금(Deposit) 또는 후불제 방식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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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산업동향

가. 유선통신

최근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igerian Communications Com
mission)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 250만 회선의 유선라
인이 설치되었으나, 사용률은 1.6%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08년 3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Transcorp의 수익성 부재와 경
영난으로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의 운영권을 회수하
고 다시 민영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개별 통신
사업자들의 유선통신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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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나이지리아의 유선전화 이용 현황 및 전망

구분
No. of Main
Telephone
Lines in
Service('000)
No. of Main
Telephone
Lines/100
Inhabitants

2005

2006 2007e 2008f 2009f 2010f 2011f

2012f

1,223 1,668 2,449 3,741 5,799 9,162 11,500 12,650

0.8

1.1

1.6

2.4

3.6

5.5

6.8

7.3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BMI research e/추정치, f/예상치.

그림 Ⅲ-1 나이지리아의 유선전화 이용 현황 및 전망(2005~12년)

자료: BMI Research(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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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TN 및 Globalcom이 나이지리아 광케이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기업들이 유선통신망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2010년 1천만 회선이 확
충되고, 2012년까지 약 1,200만 이상의 유선 통신망으로 증가하면
서 사용률이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이동통신

1) 이동통신시장 개황
이동통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GSM(Global System for
Mobile)의 전신인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이
며, 1998년부터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단연 무선
통신시장이며,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N:igeria Telecommunication Company Ltd.)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부실로 나이
지리아 유선망은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GSM 방식의 이동통신이 도입된 것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통신
시장 전면 자유화 정책이 시행된 2001년부터이며,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은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나이지
리아는 GSM 및 CDMA 통신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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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는 후발주자로서 현재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대략 5,800만 명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통신방식별로는 CSM이 약 5,700만 명으로 전체 이
동통신 가입자 중 약 98.5%를 차지하고 있고 CDMA 가입자 수
는 약 78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표 Ⅲ-3 나이지리아 통신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Connected Mobile
(GSM) Lines

18,295.9

32,184.9

54,413.0

57,622.9

Connected Mobile
(CDMA) Lines

N/A

N/A

824.7

780.9

1,223.3

1,673.2

2,449.0

2,537.5

Active Mobile
(GSM) Lines

N/A

N/A

40,011.3

43,786.5

Active Moblie
(CDMA) Lines

N/A

N/A

384.3

567.2

Active Fixed Lines

N/A

N/A

1,579.7

1,546.0

Teledensity
(Lines/100inhabitants)

16.3

24.2

30.0

32.8

Connected Fixed Lines

자료: Nigerian Communication Commission 2007 최신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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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표 Ⅲ-4 나이지리아 주요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업체명 MTN Glo CELTEL M-Tel Starcomms
점유율
44.9 24.6
(%)

23.8

5.2

1.3

Multi-Links

Intercellular

0.7

0.9

자료: Economic yearbook 2007, R&D Publication.

나이지리아 최대 이동통신사는 MTN으로서 전체 가입자 수의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CELTEL이 23.8%를 차지
하고 있다. C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Mult-Llinks 및 Starcomms
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MTN, CELTEL, Starcomms는 향후
CDMA와 GSM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 권한을 획득함에 따
라 3G 시장에서 WAP, Wi-F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성장하는 CDMA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2) CDMA 통신
나이지리아의 CDMA 이동통신 사업자는 2002년 6월 7개 민간
사업자(PTOs : Private Telephone Operators)로 약 30개 업체가 나이
지리아 통신위원회(NCC : Nigerian Communication Commission)로부
터 CDMA 사업자 권한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13
개 사가 운영 중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Starcomms, Multi-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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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ellular, Reltel, Cellcom, Bourdex Telecom, Oduatel, Independent
Telephone Network(ITN) 등이 있다. 2006년부터 나이지리아 통신
위원회(NCC : Nigerian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는 CDMA와
GSM 통합 사업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
자 및 신규 사업자들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자 권한을
획득하고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CDMA 민간 전화사업자들은 라고스(Lagos), 아부자(Abuja), 포
트하커트(Port Harcourt)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중소
도시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CDMA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터미널, 전화기, activation 등 통합
패키지로 판촉행사를 열고 있으며, 가입시 무료 사용기간을 제
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2008년
CDMA 가입자 수는 78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감소했다.
이는 CDMA 가입자는 휴대전화가 아닌 사무용 전화로 사용,
단말기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GSM 통신방식에 비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지역도 제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DMA용 데스크톱 및 터미널은
한국의 L사, W사 제품과 중국의 화웨이(Huawei)사 제품이 있다.
CDMA 터미널 및 데스크톱은 한국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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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CDMA 휴대전화 단말기는 노키아, 모토로라, 교세라 및 화
웨이 제품이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GSM 휴대폰 시장에서는 한국의 LG 및 삼성 제품이 나이지리
아의 5대 브랜드로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CDMA 휴대폰 시장
에서는 소량주문 회피, 높은 가격수준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진출
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저가 CDMA 휴대폰이 압도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 가격 또한 계속 인하되는 추세이다. 그리
고 CDMA가 GSM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무선전화가 대중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는 대기업의 최소주문량 충족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CDMA 휴대폰 시장이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격인하와 소량주문을 수용함으로써 현지
CDMA 시장을 선점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DMA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정책과 더불어 WAP
및 3G 기술을 도입하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Starcomm의 경우 중국 정보통신 1위 기업인
화웨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동통신 이외에 인터넷사업에도 진출하여 PC 카드와 USB 단말장
치를 통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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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 신기술 도입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은 유선통신망 부족 및 열악한 인프라
로 인하여 무선통신시장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선통신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그림 Ⅲ-2 아프리카 3G 서비스 현황

자료: ITU(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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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3G 가입자 수 및 향후 전망

(단위: 천 명, %)

연도
구분

2007e

2008f

2009f

2010f

2011f

2012f

가입자 수

400

950

1,500

2,300

3,450

4,485

시장점유율

1.0

1.9

2.4

3.0

3.7

4.2

자료: ITU 2007, BMI research. e/f=BMI 추정 및 예상치

2006년 11월 Celtel은 3G 서비스 런칭 세리머니를 수도 아부
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Glo와 MTN 역시 현재 GPRS 네트워
크에서 3G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Celtel의 3G 서비스는 향후 Wi-Fi를 통해 영화, 스포츠, 공중파 방
송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MTN은 현재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 스포츠, 시사정보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7년 기준 나이지리아 3G 서비스 시장은 약 1%로, 가입자
수는 약 40만 명에 불과하나, 3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출이 늘
어나고, 관련기술 및 인프라시설이 확충될 경우 2012년까지 전
체 이동통신시장의 약 4.2%인 400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3G 이동통신시장에 Visafone, Star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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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com 등이 후발주자로 진출하면서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무선통신 사업자의 선두주자인 5G Wireless Communication은 2006년 1월 Delta State에서 Wi-Fi 솔루션 콘셉트
테스트를 완료하고, 같은해 2월 라고스 및

아사바 지역에서

Wi-Fi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Afribank, GT-Bank 등 나이지리아 주요 은행들은 모든 고객이
GSM 휴대전화를 통해 은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M-Banking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은행거래까지 가능한 기술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다. 무선통신기기 수입시장

2006년 나이지리아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73% 신장한 반면, 2007년은 약 183% 증가하였다. 주요 무선통
신 기기별 수입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및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유무선
송수신기기 및 송신기기의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국고 수입이 증가하고 대
외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나이지리아 재정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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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나이지리아의 통신기기 수입 현황

(단위: 천 US달러)

연 도
구 분(HS 코드)
유무선 송수신기기(8517)
송신기기(8525)

2005

2006

2007

74,945

143,163

38,371

173,093

371,255

472,819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8527)

25,671

35,053

64,193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8528)

34,798

80,525

197,882

자료: Nigeria Trade Summary 2007, 나이지리아 통계청.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통신 및 가전 제품의 수
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적
인 통화요금 인하 정책과 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도 무선통신기
기의 수입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확장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이 이처럼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나이지
리아 통신위원회의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정
보통신위원회는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는데, 이
로 인하여 나이지리아 통신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
자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통신망이 증설되었으며, 더욱 많은 가
입자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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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경쟁 도입에 따라 더 많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
자들에게 합당한 통신요금제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4개의 국제통신기업이 나이지리아의 거대시장 진출에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elkom SA와
Vodacom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집트의
Orascom Telecom과 France Telecom도 나이지리아 민영화 시장 진
출을 계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급속한 통신시장 확장은 이동통신 저가 단말기
의 수요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
장 1위 기업인 노키아는 통화기능 및 배터리 성능이 강화된 저
가 휴대전화를 대량 공급하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SIM 카드
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우수
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가의 단말기 구입
으로 더욱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유무선통신 가입자의 밀집도는 2008년 3월까지 약 32.8%를
보였으며, 이는 2005년 가입자 밀집도에 비해 약 100% 증가한
것이다.

92｜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4
외국인투자 동향

가. 투자 동향

나이지리아의 통신산업이 자유화되기 이전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관리로 통신인프라가 매
우 열악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이지리아 통신산
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전면 자유화 정책을 도입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다.
나이지리아 통신사업의 외국기업 투자는 주로 나이지리아 기
업과의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이루어졌으며 MTN, Glo를 비롯하
여 Starcoms Nigeria, Econet Wireless Nigeria, Multi-Links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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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후 나이지리아 통신 투자는 2003년부터 2005년 잠
시 주춤하였지만, 기존 통신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공과 함
께 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2006년 신규 투자기업의 진출
이 활발해졌다.

표 Ⅲ-7 나이지리아 통신투자 통계

(단위: 천 미국달러)

Year

2002

2003

2004

2005

Company
Cell Comm. LTd
Starcomm. Ltd
Econet Wireless Nig. Ltd
Reliance Telecom
Mornarch
Communication Ltd
Total
IPNX Limited
M-Tel Limited
Rain Bownet Limited
GlobalCom Limited
Multi-Link Nigeria Ltd
Total
Mega Tech Eng.
Nokia West Africa Ltd

Iscra-Network Solution Ltd
Hamstang
2006 Telecommunications
Limited
Gilat Satcvom Nigeria
Limited
Total
자료: 나이지리아투자청(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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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Level of
Share holding
Importation Investment
Indigenous
154
Joint Venture
480
4,591
Joint Venture
635,020
769
Indigenous
69,178
Indigenous

-

38

635,500
208
208
-

74,730
2,138
273,053
13,872
230,769
75
517,769
1,923

38,729

77

5

7

Indigenous

151

77

Indigenous

69

77

38,954

238

Indigenous
Indigenous
Indigenous
Indigenous
Joint Venture
Indigenous
Fully Foreign
Owned
Joint Venture

특히 노키아는 2006년 100% 외국투자기업(Fully Foreign Owned)
으로서 진출하였으며, 이밖에도 3G 통신사업으로 활발하게 진
출하고 있다.

나.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

1) MTN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MTN은 나이지리
아이동통신시장 자유화에 따라, 2001년 5월 나이지리아 GSM 사업
자 권한을 취득함으로써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에 진출하였다.
MTN은 자사의 가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나이지
리아 정보통신위원회(NCC)에 따르면 약 2천만 명이 MTN을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까지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
지리아 국영 정보통신의 방만한 독점경영과 부실한 통신망 관리
로 인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MTN은 자사의 이동통신시장 확대 및 가입자 확보 등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약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특히 MTN은 2003년 3,400km의
Y’elloBahn이란 백본(Backbone)을 통해 음성 및 디지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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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차세대 이동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MTN은 나이지리아 36개 주(州)의 223개 대도시와 1
만 개의 소도시에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점유
율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MTN은 홍보사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라디오, 텔레비전,
옥외광고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최초의 GSM 사업자라는 선점효과와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 구
축을 통해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MTN은 2007 아프리카 컵 및 2009년 FIFA Worldcup 등
주요 국제경기의 공식 스폰서로 활동함으로써, 나이지리아를 비
롯하여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고수하
고 있다.

2) 스타컴(Starcomms Nigeria Ltd)
스타컴(Starcomms Nigeria Ltd)은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선도기업으로 CDMA 이동통신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컴은 나이지리아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환경과 전문인력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1억 4천만 명을 보유한 거대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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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매력과 이동통신시장의 자유화 정책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였다.
2004년 스타컴은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경쟁이 치열한 GSM 통신사업보다
통화품질과 안정성이 우수한 CDMA 사업으로 진출하였다. 스타
컴은 다양한 요금제도 및 저렴한 단말기 공급 등의 마케팅 전략
을 통해 본격적인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기준 14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2007년 5월 기
준 5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 현재 가입자 수는 100만 명
에 이르고 있다.
스타컴의 시장 확대는 다시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회선 증설,
통신장비 도입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 2007년
1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스타컴은 3G 서비스를 런칭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높은 가입비용과 비싼 서비스 요금제로 인터넷 사
용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을 스타컴의 주요 고객으로 흡수하였다.
이처럼 신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
에 등장한 스타컴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지
만, 스타컴만이 가진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통화품질 및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통해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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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이 되었다.
스타컴은 향후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의 1위에 안주하지 않
고, 서중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통신사업을 확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화웨이(HUAWEI)
화웨이는 나이지리아 제1의 통신장비회사로 나이지리아 주요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MTN, Celtel(Vmobile), Globalcom 등과 나
이지리아 유선통신망을 관할하는 나이지리아 국영통신(NITEL)
에 통신장비 공급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화웨이가 나이지리아에 진출할 2001년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
은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에 ‘화웨이’라는 기업을 알리는 것이었
다. 화웨이는 외국기업으로서 가지는 한계와 ‘중국’이라는 편견
으로 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나이지리아 통신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
(NITEL)이 주관하고 있으며, 고위직 경영자들의 인맥을 통해 주
요 프로젝트가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인맥을 형성하
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화웨이는 나이지리아 국영 정보통신(NITEL)에 지속적
인 기업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마침내 지방 소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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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개의 통신회선을 증설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하여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화웨이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통신프로젝트 사업은 Turnkey Base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화웨이는 나이지리
아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가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나이지리아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통신장비의 설치부터, 운영,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 교육을 위해 자본, 시간,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나이
지리아 첫 번째 통신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화웨이는 언어장벽 및 문화차이로 인해 사업경영 및 프로젝트
수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화웨이는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첫 성공사례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
국영정보통신(NITEL) 및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화웨이=
중국’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되었으며 이후 나이지리아 통신장비
공급 프로젝트의 40% 이상을 수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화웨이는 단기간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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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KIA
1억 4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인
구증가율 못지않게 이동통신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말까지 대략 50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통신 가입자
가 지난해에는 거의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나이지리아의 이동통신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영통신(NITEL)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기존의 유선전화
망이 관리부실 및 오랜 노후화로 거의 복구불능상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무선통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효율성
면에서 기본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시장에서는 대당 50달러 미만의 초저가 휴대전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고가 휴대전화의 주 시장인 북미, 유럽
등은 정체된 반면, 중국, 인도 등 저소득 신흥국가의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신흥국가
의 휴대전화 수요는 2010년 연간 6억 5천만 대로, 세계시장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저가 휴대폰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선불 휴대전화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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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휴대폰 업체들이 얇으면서도 카메라 및
MP3 등 다기능을 가진 제품을 내놓는 사이에 노키아와 모토로
라는 신흥시장에서 초저가 휴대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초저가 휴대전화 시장의 선두는 단연 노키아다. 2004년 초부
터 대당 100달러 미만의 저가 휴대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포문
을 열었다. 초저가폰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선 흑백 액정화면
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와 단문 메시지 전달이라는 두 가지 기
본기능을 제외한 카메라, MP3 등 고급기능은 최소화했다. 대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나이지리아의 환경을 고려, 배터리 사용
시간은 극대화했다.
초저가폰 생산에는 단순하게 고급기능을 제거하는 데서 머무
르지 않고 필요한 부품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배경으로 깔
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하나
의 반도체 칩에 휴대전화의 중요한 부품을 집적하는 기술을 개
발했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TI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노키아는 현지 제품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시장에서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인으로 분석하여,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광고전략을 수립하였다.
TV 광고는 하루 황금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매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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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내보내고 있다. 신문, 잡지 및 입간판을 통해서도 대대적
인 광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할인매장인 SHOPRITE에서
NOKIA SHOP 제1호점이 개장되었다.
이외에도 노키아는 에이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활
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Leadership for Health in Nigeria”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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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시장 전망

나

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는 향후 10년 이내 나이지
리아 통신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시장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 통신시장
의 전면 자유화 정책과 함께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신(新)중
산층이 소비시장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로 인하여
무선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며, 3G, GPRS, HSDPA, WAP,
Wi-Fi 등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통신회사들의 새로운 시험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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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 통신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아
프리카 시장에 적합한 모델 및 프로젝트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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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산업
1/

개황 및 특징

2/

건설산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4/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건설시장 환경 전망

1
개황 및 특징

나

이지리아 건설산업은 최근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1990년대까지 정정불안과 경제

침체로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당시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보수 및 신규 건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침체된 건설경기는 1999년 출범한 민선 1기 정부가 나이지리아
의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시설 보수 및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000
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출 수익증대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건설경기는 더욱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원유수출을 통해 재정수
익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원유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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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들의 의도가 일치하여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탐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건설프로젝트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원유수입 증대에 따라 정부의 도로, 철도 등 인
프라부문에 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
자를 전제로 석유 광구 탐사권을 분양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인
프라부문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2007년 4월 출범한 야라두아 대통령의 민선 2기 정부는 사회
주택개발계획(Social Housing Development Plan), 대규모 도로 및
철도 건설프로젝트, 35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 설비 건설프
로젝트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
리아 정부는 정부예산의 40%를 전력, 도로, 철도, 상수도 등 인
프라 발전에 사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표 Ⅳ-1 나이지리아 GDP와 건설시장 규모

(단위: 백만 나이라)

2002
GDP
건설부문
건설/GDP(%)

5,454,165

2003

2004

2005

2006

7,180,133 11,411,067 14,572,239 18,067,834

94,403

118,558

166,078

215,786

271,535

1.7

1.7

1.5

1.5

1.5

자료: 나이지리아 통계청(www.nigeriasta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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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03년 이후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10%에 가까운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총 명목GD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0.7%에서 2006년 현재 1.5%까지 늘어
났으며, 이는 2007년에 1.7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나
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종교, 지역, 종족간 갈등문제는 나
이지리아 건설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젝트 발주과
정에서 종족간 이권다툼이 발생하여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여러 주에
걸쳐 건설되는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시
각 주의 정부에 개별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유발하여 건설업
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납치, 절도, 테러 등 각
종 치안사고의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건
설시장 진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
이 계속되고 원유증산을 위한 원유·가스 관련 건설프로젝트가
증가할 경우 앞으로도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
나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부정부패, 치안불안 등은 건
설시장의 주요 걸림돌로, 한국기업이 나이지리아 진출시 고려해
야 할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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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 정책

가. 국산화 정책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영석유회사(NNPC)는 원유·가스 생산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국산화 정책(Nigerian/Local Contents
Development)을 시행하고 있다. 국산화 정책은 전체 건설사업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인력, 장비, 설비,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
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2004년에 발표한 ｢ 국산화 정책 지침(Federal Government
Directives on Nigerian Contents)｣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단기적
으로 2006년까지 40%, 2010년까지 70%의 국산화 비율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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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1 원유·가스 생산시설 건설부문 국산화 정책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2004년부터 원유·가스 산업 국산화 정책(Local Content Policy)을 도입했
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은 엔지니어링, 조립, 조달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하청사업을 나이지리아 기업
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원유·가스 산업 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수준 제고를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지침(Federal Government
Directives on Nigerian Contents)은 국산화율 목표를 2010년까지 70%로 설
정하였다. 국영석유공사(NNPC)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참여업체에 가이드라인
을 주어 국산화 정책을 독려하고 있다.
<NNPC의 국산화 정책 가이드라인>
- 석유 및 가스 산업 참여기업은 현지 인력과 자재를 최대 범위에서 사용
- 하청시 나이지리아 기업들을 우선 고려
- 정유 및 전력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원유광구 입찰권 우선 부여
- 국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세금 감면
- 국내 제조업에 기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
자료 : 해외건설협회(2007), ｢나이지리아, 앙골라 건설시장 진출 방안｣.

성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행정지침 형태로 국영석유
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만 국산화 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국내에서는
이를 법 제정을 통해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설비, 인력, 장비 구매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설계엔지
니어링 분야까지 국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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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생산시설 건설부문 국산화 정
책은 자국 내 기술 및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계 정부들은 나이지리아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재를 경제적인 가격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물
량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산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지나친 국산화
지침 준수 요구에 따른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간 갈등으
로 원유·가스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나. 인프라 시설 개선정책

1980~90년대 경제침체로 인프라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기
존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이지리아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비해 항구, 철도, 도로 등은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경제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
과 수자원 부족 문제도 심각하여, 현재 나이지리아 국민의 1인당
전력소비는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104.2kW에
불과하며,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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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주요 인프라 지표

나이지리아 남아공

사하라
이남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전력소비(kWh/인)

104.2

4884.8

550.1

9609.1

375.4

전화 사용자 인구
(인구 천 명당)

8

105

15

540

30

71

449

75

773

41

위생시설 접근율(% 총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

44.0

65.0

37.0

100.0

38.3

안전한 식수 공급 인구 비중
(%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

48.0

88.0

56.2

99.5

75.1

1,100

8,500

3,600

-

-

무선전화기 사용자 인구
(인구 천 명당)

사용 가능한 도로
(km, 백만 명당)

주: 2004년 기준.
자료: World Bank(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7 Database.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현상에서 벗어나기 위
해 대규모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다. 넓은 국토와 경제성
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 신규 도
로 및 철도, 항구 등 수송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 확충을 통
해 발전능력과 배전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
50%, 농촌 30%에 불과한 낮은 식수 공급률과 부족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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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확충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투자에 의존
해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부족한 재원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계획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만한 경영과 부정부패, 자본
부족 등 때문에 개보수 및 신규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던 사회인프라부문에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개선시키겠다는 계
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인프라 부문 규제
법(Infrastructure Concession and Regulatory Commission Establishment Act 2005)을 발효시켜 공공부문이 점유하고 있던 인프
라 건설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였다. 또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민영화,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을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최근 정부와 민간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
작 건설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착공한
47억 달러 규모의 아남브라주(Anambra State)의 제2 니제르교
(Second Niger Bridge) 건설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
20%, 주정부 10%, 민간자본 60%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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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2 인프라 건설부문의 민간 개방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5년 11월 인프라 부문 규제법(Infrastructure Concession
and Regulatory Commission Establishment Act 2005)을 발효시켜 인프라 건
설부문을 민간부문에 전격적으로 개방하였다. 이 법안은 BOT(Build Operation
Transfer) 방식과 RMOT(Rehabilitation Maintain Operate and Transfer) 방식
으로 나이지리아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BOT 방식은 공
공부문이 점유하고 있던 건설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자금을 투
자하고 사업을 완성하여 발주처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Abuja-Abaji-Lokoja 복선화, Port Harcourt ring road 건설, Onitsh 제 2
Niger교, River Benue 교량, Cross River 교량, Ibadan-Ilorin 도로, Lagos 외
곽 순환도로 등 15개 프로젝트가 BOT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RM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자금을 회
수한 후, 발주처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Lagos-Ibadan 구간 고속도로,
Sagamu-Benin 복선도로, Abuja-Kaduna 도로, Enugu-Port Harcourt 복선도
로, Jebba Bridge 도로, Lagos-Badagry 도로, Onitsha Enugu 복선도로,
Kaduna-Kano 도로 등의 공사가 RMOT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6),｢아프리카 신흥에너지 강국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다. 주요 제도

나이지리아는 건설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업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정
부가 발주하는 건설프로젝트에 입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등록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석유자원부(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 국영 석유공사, 주요 발주처인 오일메이저 등에 등록

Ⅳ. 건설산업｜115

해야 한다. 외국계기업의 경우 나이지리아 내 지사 설치가 제한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건설업 면허등록을 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건설협회(Federation of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Contractors in Nigeria)에 따르면,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약 280여 개의 건설회사가 있다. 이들은 주로 외국계 대형 건설
회사와 현지 소형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 업체들은 기술
과 자금확보면에서 외국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계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하청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
으며, 소형 주택이나 건물 건설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업체들은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같은 정부공사와 원유․
가스 관련 플랜트와 같이 석유메이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를 주로 수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공
사의 경우 독일계 Julius Berger사가 거의 독점해 왔지만, 최근에
는 중국, 미국계 대형 건설회사들의 나이지리아 정부 공사 수주
가 늘어나고 있다. 오일메이저가 발주하는 원유·가스 관련 프
로젝트 또한 주로 외국계 대형 건설회사가 수주하고 현지 업체
가 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등록 이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입찰에 응해
야 한다.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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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래 주요 입찰자를 중심으로 입찰
정보를 제한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를 이
루었으나, 이 과정에서 권위자의 압력과 부정부패가 팽배하여
1999년 출범한 민선정부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에 따라 실제로 전력공사(PHCN), 석유공사(NNPC) 등 주요 정
부 발주자들의 입찰이 공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형식
적인 공개입찰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입찰공고와 마감까지의
시간이 2주 정도로 매우 짧으며 일부 사업자에게 공고정보를 미
리 주고 입찰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절차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기업의 입찰참여 제약은 거의 없으나, 최근에는 낙찰자
의 자체 파이낸싱 능력이 낙찰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
두되고 있다. 또한 국산화 정책 및 자국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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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동향

가. 원유·가스 플랜트

1) 원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원유생산을 늘려 세수를 확대하
려는 정부의 의도와 오일메이저들의 수익극대화 의지가 맞물려
나이지리아 원유증산을 위한 건설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유전개발이 상당수 해양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관련 건설프로젝트는 해양 플랜트
(Offshore Facility)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양 플랜트에는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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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반잠수식 드릴쉽,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이 포
함되는데 주로 오일메이저들에 의해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라
는 특성이 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의 해양유전은 채산성이 낮
고 기술개발이 되지 않아 개발이 어려웠으나, 최근 고유가가 진
행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여 현재는 나이지리아의 신규 유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한국플랜트협회
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은 2006년 180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230억~33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
이 중 아프리카의 비중이 50%이며 그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해
역의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류부문(Downstream)에 대한 건설프로젝트의 증가도 두드러
진다.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유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부
문(Upstream)보다 원유를 가공판매하는 하류부문(Downstream)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하류부문에 대한 설비는 주로 원유를 소비하는 선진국에서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유생
산국이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원유를 채
굴하여 수출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상품을 가공하
여 판매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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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7~08년의 2년
동안 원유 및 가스 부문에 총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
표하였는데, 이 중 121억 달러는 탐광, 개발, 채유 등의 상류부
문(upstream)에, 203억 달러는 수송, 정제, 판매 등 하류부문에 투
입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8위의 석유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3천
만 리터에 달하는 내수용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는 국영 나이지리아 석유공사의 정유능력이 내수에 크게 못미치
기 때문이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총 4개(남부 3개, 북부 1개)의
정유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이 평균 30% 내외에 불
과하다. 일일 1,800만 리터 규모의 석유제품 생산능력에도 불구하
고 실제 생산량은 일일 500만 리터에 그치고 있다.1) 이에 나이지
리아 정부는 2004년 8월 하류부문 경쟁력 강화와 원유수입 절감
을 위해 2006년부터 채굴된 원유 중 최소 50%를 국내 정유공장에
서 의무적으로 정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유
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07년 4월, 30억 달러를 투자해 두 개
의 정유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계 석유회사가 신규유전 개발시 하류부문에 의무적으로 투
1)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08), “Nigeria Infrastructure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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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해상
광구 탐사권을 분양하면서 주요 오일메이저들을 배제하고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중소규모 원유회사에 개발권을 부여하여
발전소 등 하류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석
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 등이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은 해상
광구 탐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가스발전소 건설과 가스관로 건설
을 약속하였다.

표 Ⅳ-3 주요 석유부문 하류부문 프로젝트 현황

사업명

사업자

가동연도 추진상황 규모(억 달러)

Towel Refinery
Plant

Towel Refinery

2009

-

-

Akwa Ibom

Amakpe International
Refineries Ltd

미정

공사 중
(1단계)

0.3

NSP Refinary
Plant

NSP Refinary Ltd.

미정

공사 중

1.5

Lekki Refinary
Plant

Trans Corp

미정

추진 중

2.5

Total Support
Refinary Plant

Total Support Ltd.

미정

공사 중

-

자료: 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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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3 한국의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플랜트 건설 진출 사례

○ 한국의 나이지리아 탐사광구 및 플랜트 진출 개요
- 2005.7 : 나이지리아 석유성/한국석유공사/한전/포스코건설 간 MOU 체결
▪나이지리아는 심해광구 2개를 한국에 분양(Upstream)
▪한국은 나이지리아의 발전사업과 파이프라인 사업참여를 고려
(Downstream)

- 2005.8.8 : 한국석유공사의 입찰 사전 자격심사 통과
- 2005.8.9 : 나이지리아는 한국측에 심해 2개 광구 우선선택권 부여
- 2005.8.24 : 한국 컨소시엄 구성 합의
- 2005.8.26 : 입찰서 제출 및 심해 2개 광구(OPL 321/323) 낙찰
- 2006.3 : 대통령 국빈 나이지리아 방문 시 PSC 체결
○ 원유·가스 탐사광구 개발사업(Upstream 사업)
- 광구명 : OPL321 & OPL323광구
- 사업내용 : 심해 2개 광구(약 20억 배럴 규모)
원유·가스 탐사 개발
- 사업기간 : 30년(탐사 10년/ 개발 20년)
- 지분구조 :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 한전, 대우조선) 60%,
Equator사 30%, 현지회사 10%
○ 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운영사업(Downstream 사업)
- 사업내용
▪발전소 : Abuja와 Kaduna에 총 2,250MW 가스발전소 건설
▪가스관로 : 약 565km 가스관로 건설·운영
- 사업기간 : 상업운전일로부터 20～25년(건설기간 약 4년)
- 사업방식 : BOO 또는 BOT
- 지분구조(잠정) : 한전 35%, 석유공사 15%, 포스코건설 15%, 나이지리아
20%, 미확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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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지만, 가스개
발 관련 설비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천연가스 생산이 활발하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을 늘려 2010년
까지 천연가스 수출금액을 원유의 5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을 가지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LNG 플랜트가 단 한 개뿐이고 연간
LNG 생산량은 1,700만 톤에 불과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천연
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LNG 플랜트 확충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까지 다섯 번째 트레인의 공사가 완료되
었고 현재 여섯 번째 트레인을 건설하고 있으며, 완공될 경우
총 2,20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에는 GTL(gas-to-liquids) 생산시설 건설과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공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이프라
인 건설공사의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과 가나를
연결하는 총길이 약 1천km, 총공사비 5억 9천만 달러의 서아프
리카 가스관 프로젝트(WAGP : West African Gas Pipeline)를 들
수 있다. 이 가스관을 통해 가나, 토고, 베냉 등으로 나이지리아
의 천연가스 140백만 입방피트가 수출될 예정인데 이는 나이지
리아 가스 총생산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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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지리아 천연가스부문에는 지속적으로 대형 프로
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2007
년 연방정부의 예산 중 잉여원유계정을 활용한 203억 달러 규
모의 천연가스부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LNG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NLNG(Nigerian LNG
Limited)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여섯 번째 트레인 이외에 추가로
LNG 플랜트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5년 12월에는
ConocoPhillips, ChevronTexaco, Agip 등 외국계 오일메이저들과
35억 달러 규모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협정을 체
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2기의 LNG 트레인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9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Ⅳ-1 서아프리카 가스관 프로젝트(WAGP)

자료: ECOWAS 홈페이지(www.sec.ecowa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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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나이지리아 천연가스부문 주요 프로젝트 현황

사업명

사업자

가동연도 추진상황

규모
(억 달러)

VIVA Natural Gasto Petrochemical

VIVA Methanol Ltd.
Axinova Polyolefins

2007

추진 중

25

West Afric Gas
Pipeline(WASP)

Chevron

2007

공사 중

6

Escravos Gas
Project Onshore

Chevron/Shell

2008

공사 중

4.5

Forcados Yokri
Lagos Subsea
Pipeline

Viva Methanol Ltd.
Nigerian Gas Co. &Shell

2008

추진 중

2

NLNG Train 6 Gas
Supply PJ.

NNPC, AGIP/Conoco
Phillips

2008

공사 중

4.6

Brass LNG Plant

Brass LNG Limited

2009

추진 중

3.5

Escravos Gas
Project Offshore

Chevron

2009

공사 중

3.8

Jabba Gas
Pipelein PJ.

Govt of Kwara, Oyo,
Osun, Dangote Group

2009

추진 중

5

Oben-AbujaKaduna Gas
Pipeline PJ.

Nigerian Gas Co

2009

공사 중

8.5

Okoloma AGG PJ

NNPC, Shell, Total Agip

2009

추진 중

Olokola LNG Plant

OK LNG Ltd

2009

추진 중

60

Southern Swamp
AGG

NNPC, Shell, Total, AGIP

2009

추진 중

8

자료: 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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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이지리아알제리 공동의 사하라 종단 가스관(TSGP :
Trans·Saharan Gas Pipeline) 건설도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
트는 총길이 4천km, 총공사비 70억 달러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에서 니제르를 거쳐 알제리의 Beni Saf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알제리가 이미 여러 가
스관을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
으므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하라 종단 가스관이 건설될 경우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 또한 알제리의 기존 수출 가스관 통해
을 EU로 대규모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Ajaokuta-Abuja-Kaduna 파이
프라인 등 각종 파이프라인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나. 인프라

1) 도로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총 20만km 길이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
다. 그러나 이 중 포장도로는 6만km에 불과하고 유실도로에 대
한 개보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약 27%의 도로만이 제 기능
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운송의 약 90%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실된 도로로 인해 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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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송비용 상승이 발생하여 나이지리아 경제발전에 타격을 주
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연간 4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이 운
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열악한 도로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2년
부터 현재까지 주요 도로 및 교량 건설사업에 약 82억 달러를
투입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5년 착공한 1.8km 길이(왕복 6
차선),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제2 니제르교 건설사업과, 3억 달
러 규모의 Lekki-Epe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최근에는 ｢도로 확충 10개년 계획(Ten year Road Sector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하고 5,700km에 달하는 도로를 추
가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단계별로 20억 달
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이 프

표 Ⅳ-5 나이지리아 도로 현황

포장(km)

비포장(km)

총(km)

비율(%)

연방정부 관할

26,500

5,600

32,100

16

주정부 관할

10,500

20,400

30,900

16

지방정부 관할

23,000

109,000

132,000

68

60,000

135,000

195,000

100

총

자료: Federal Road Maintenance Agency(2008),“Options and Structures for
Financing Road Maintenance,”2008년 2월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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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1단계(Phase 1) 사업에 3억 달러를 지원하여 나이지리
아 정부의 도로확충계획을 돕고 있다.2)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앞으로 2015년까지 연간 12억 달러의
자금이 도로건설 및 재건부문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단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전체 투자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민
간자본의 나이지리아 도로건설 및 재건부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3) 따라서 나이지리아 도로건설 및 재건부문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도로건설 및 재건부문 투자 계획

부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건

775

825

900

950

1,000

600

625

650

Rout/per.mtce

276

294

313

334

356

380

385

400

확충

120

120

150

150

180

180

210

210

1,199

1,239

1,363

1,434

1,536

1,160

1,220

1,260

총

자료: Federal Road Maintenance Agency(2008),“Options and Structures for
Financing Road Maintenance”2008년 2월 발표자료.

2) 세계은행(2008),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 Federal Road Development Project.”
3) Federal Road Maintenance Agency(2008), “Options and Structures for Financing Road
Maintenance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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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철도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진행 중이다. 나이지
리아에는 현재 총연장 3,557km의 철도가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신규 투자 및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
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철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6년 8월 ｢철
도현대화 사업(Railway Modernization Project)｣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0억 달러 규모, 사업기간 30년의 대형프로젝
트로, 사업기간을 4단계로 나누어 Lagos-Minna-Kano-AbujaKaduna 구간을 차례로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2008년
10월, 중국토목공사그룹(CCECC : 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이 사업의 1단계(1 Phase: Lagos-Kano 구
간)를 추진하기로 나이지리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단계
에서는 Lagos- Kano간 1,315km 길이의 철도재건건설이 수행될
예정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규모는 83
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에 중국정부는 나이지리아 철도재건건설
1단계 사업에 13억 달러 규모의 저리차관을 제공하기 약속하였
다. 1단계 철도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Lagos-kano 구
간의 수송능력은 현재의 0.04톤에서 4,000만 톤으로 늘어날 것
이며, 이는 나이지리아 전체 수송수요의 19%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4)

Ⅳ. 건설산업｜129

표 Ⅳ-7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사업 개요

사업명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사업
(Nigeria Railway Modernization Project)

개요

Lagos-Minna-Kano-Abuja-Kaduna 구간 철도 현대화

기간

2006~36(30년간, 총 4단계)

금액

총 350억 달러
-

개요: Lagos-Kano 구간 철도재건공사
기간: 2006~10년
금액: 83억 달러
1단계
사업자: 중국토목공사그룹(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추진중)
Corporation, CCECC)
- 특징: 중국정부가 13억 달러 장기저리차관 제공
- 추진상황: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2단계 (예정) -

개요: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구간 철도 건설
기간: 2010~미정
금액: 100억 달러
사업자: 포스코건설
특징: 한국석유공사의 해상유전광구 개발권 취득시 인프라
투자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업.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진
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7년 3월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국
토목공사그룹(CCECC)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이후 현재까
지 사업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자 중국토목공사그룹은 전체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만 마
4) The Guadian 2007년 12월 24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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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일부에서는 당초 설정된 사업비 83억 달러가 정부가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중국의 저리차관 추가 확보
등 다른 투자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면적인 철도 현대화가 아닌, 현재 시설의 유지 및 보수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사업의 2단계 프로젝트는 Port
Harcourt-Abuja Maiduguri 구간 철도 건설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의 포스코건설이 2006년 11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
젝트는 2006년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상유전 광구 개발권을 취득
할 시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의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를 요
구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또한 1단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비 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항공 및 항만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21개의 공항이 있으나, 대부분 공항에
대한 유지 및 보수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되
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9월 나이지리아 주요 공항의 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Kad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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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활주로 보수공사비용으로 2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 주도의 투자계획으로는 공항시
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나이지리아
공항시설을 확충 및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Oba 국제공항
의 민관합작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항 운
영을 위해 국내 주요 6개 공항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공항시설 건설 및 운영부문에 대한 민간 참
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의 경우, 최근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출 및 수
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항만 관련 정책의
잦은 변화, 신규투자 부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시설이 낙후되
어 있다. 최대 항구인 Apapa항에서조차 하역장비 부족과 시설 노
후화로 인해 화물 및 선박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반면 Bonny
(Shell 소유), Qua Iboe(Exxon mobile 소유) 항구들은 오일메이저
가 운영하고 있어 시설의 관리 및 보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나이지리아 항만국(Nigerian Port Authority)은 2005년
에 항만의 신규 건설과 민간자본의 참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항만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4개 신규 항만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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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8개 발전소에서 3천MW의 전력을 생
산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최대 도
시인 라고스에서조차 전력 공급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 불과
할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현재 나이지리아에
서 가동 중인 전력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 가능 용량인 6천
MW의 절반에 못미치는 3천MW 정도의 전력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배전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하여 전력생산에서
최종 배전단계까지 전력 누수율이 30~35%에 이르며, 전기요금
수금률도 80%를 밑돌고 있어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익 증대와 국내 경기회복으로 나이지
리아의 전력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전력수요는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40%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5)
열악한 전력사정을 타파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대
적인 전력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Niger Delta Integrated Power Plants(83억 달러 규모), Mambia
Hydro Power Project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
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
5) Oxford Analytica(2008), “Nigeria: PPPs step up to help financ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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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2007년도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된 잉여원유계정을 활
용할 것을 검토할 정도로 전력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부터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전력
발전부문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
가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을 만한 전력을 생산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발전
소 건립 및 운영부문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독립민자
발전소(IPP : Independent Power Plants)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3만MW의
전력생산을 확충한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까지 5만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6) 이에 따라 나
이지리아의 전력 발전 관련 건설프로젝트 발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Nigeria Infrastructure Forum 2008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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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나이지리아 주요 건설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금액
(백만 달러)

사업자

기간

진행사항
(2007년 기준)

Trans-Saharan
gas pipeline
(나이지리아-알제리
연결)

8,000 n.a.

n.a.

EGTL/EGP3
Gas Project

Chevron
4,000 Nigeria
Limited

2005~09 진행 중

6,000 NNOC

2006~11 계획 중

3,500 Bechtel

2006~09 계획 중

Olokola Liquefied
원유 Natural Gas
· Project
가스 Brass River LNG
Plant
Floating,
Production,
StorageOffloading
Vessel건설
Expansion of Gas
Processing unit
(Ogbainbiri)

RailLink
(Lagos-Kano 구간)

도로

1,100

대우조선
해양

297 대우건설

타당성
조사 완료

2005~07 진행 중

2007

2007년 1월
계약 체결,
진행 중

중국토목 공사
그룹(China
Civil
8,300 Engineering
2006~10 진행 중
Construction
Corporation,
CCECC)

East-Westroad건설
(Section2)

Julius
652 Berger
Nigeria

East-Westroad건설
(Section1)

527

Sectraco
Nigeria

2006~10 진행 중

Kano-Maiduguri
구간도로복선화

312

CCECC
Nigeria

2006~09 진행 중

2006~10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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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계속
구분

프로젝트명

금액
(백만 달러)

사업자

기간

진행사항
(2007년 기준)

Paving of Two land
for
PortHarcour-Eket
highway and
Bridge(Imo river)

252 Solel Boneh

n.a.

계획 중

Guto-Bagana
bridge(Benue river)

192

Messrs
Swede

n.a.

계획 중

2006~08

진행 중

2006~08

진행 중

n.a.

진행 중

도로 Abuja-Lokoja
road(Section 1)

87

Dantata&
Sawoe

Dualisation of
Abuja-Lokoja
road(Section 2)

75 RCCNigeria

Construction and
repair of 62km
road(Anambra)

Consolidated
Construction
42
and
Nivercat

철도 Lightrailway(아부자)

Reconstruction of
port harbours
항구 Dredging and
deepening of
Calabar Acces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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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CCECC
Nigeria

~2011

진행 중

132

CCECC
Nigeria

n.a.

진행 중

2006~07

진행 중

Van Oord
69.6 and
Jandule

표 Ⅳ-8 계속
구분

공항

프로젝트 명

Modernisation of
the Katsina airport

MabillaPlateau
수력발전소

Constructionof283k
mTransmission
전력
line(Jos-Makurdi)

132/33kv
Transmission sub
station(Akwa)

기타

금액
(백만 달러)

기간

진행사항
(2007년 기준)

julius
31 Berger
Nigeria

2006~07

진행 중

China
1,460 Gezhouba
Group

~2014

2007년
계약 체결

North
China
110 Power
Engineering
Company

n.a.

n.a.

KEC,NEWS
engineering
8 Electroproje
ct,Valenz
Holdings

2007

진행 중

n.a.

계획 중

사업자

Millenium Tower
(Abuja)

414 n.a.

Development of
Township
project(Abuja)

global
353 Formwork
Ltd

~2009

진행 중

Reconstructing of
Central Bank of
Nigeria

julius
259 Berger
Nigeria

~2010

2007년 6월
계약 체결,
진행 중

2006~08

계획 중

Paradise Garden
Estata(Bayelsa)

61

Henbori
Limited

자료: BMI(2008),“Nigeria Infrastructure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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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 기자재

건설업에 필요한 기초자재(골재, 시멘트, 철근, 목재 등)는 대
부분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지 시장 및 생산자로부터의 직
접구매가 가능하지만 구입단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목재류의
경우 우기에,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에는 건기에 공급량이 부족
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산 시멘트가 매우 부족해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멘트는 대부분 한국, 영국, 스
페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철근은 현지 구매단가가 높은 편
이어서 외국산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주로 영국,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건설장비(불도저, 굴착기 등)는 대부분 건설사 직영체제로 운
용되고 있다. 운휴시 임대가 가능하지만, 크레인과 운송장비류
를 제외한 기타 장비의 임대시장이 전무하여 현지조달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지조달이 어려운 건설자재 및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통관절차가 낙후되어 있어 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
정처리의 비능률성과 부정부패, 항구시설 노후에 따른 하역장비
부족 등으로 건설 기자재의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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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해 자재 공급업체들간의 가격담합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으
며, 필요 물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높은 수입관세도 자재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소
이다. 나이지리아 재정수입원이 원유 다음으로 관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의 수입관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Ⅳ. 건설산업｜139

4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이지리아에서 활동 중인 외국 건설업체는 대부분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진출

해왔다. 국내 건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
술수준도 낮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없으므로, 외국업체들이 대규모 인프라 공사와 원유·가스
관련 시설 공사를 수주해왔다.
부문별 외국인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프라부
문(도로, 철도 등)에서 유럽계 대형 건설업체들의 활동이 두드러
진다. 특히 독일계 Julius Berger Nigerian Plc.는 1960년대부터 나
이지리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기반이 확고한 토목공사업체로,
나이지리아 인프라의 40% 이상을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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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로는 Ajokuta-Warri 간 철도공사, Abuja 국제공항
신설공사, 보니섬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NLNG) 토목공사 등이
있다. 이밖에 프랑스계 Bouyges Nigeria Ltd., 이탈리아계 Salini
Nigeria Ltd., 중국의 국영 건설기업 중 하나인 CCECC(Chinese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mpany) 등이 나이지리아 인프라부문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항만 엔지니어링
(China Harbour Engineering)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6차선 125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여 중국의 나이지리아 인프라
부문 진출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원유·가스 부문에서 외국인 업체는 대부분 EPC 턴키 공사 형
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이탈리아 Saipem Construction
Nigeria Ltd., 프랑스의 Bouygues, 일본의 JGC 등이 진출해 있다.
이 중 프랑스의 Bouygues 그룹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시
장 전반에 걸쳐 계열사를 진출시키고 있다. 가격 및 기술 경쟁
력 등이 견실하여 현재 Cawthorne 가스처리시설 파이프라인, 액
화천연가스 생산시설 등의 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 일본의 JGC
가 100% 자본 출자하여 설립한 JGC Nigeria Ltd.는 1985년 Port
Hartcourt 정유공장 건설공사 수주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재 액화천연가스 생
산시설 공사의 합작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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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나이지리아 건설산업 진출 외국업체

국가

업체명

주요 사업분야

순위

미국

ABB Lummus Global
Chicago Bridge & Iron Co.
Foster Wheeler Ltd.
Global Industries Inc.
Haliburton KBR
McDermott International Inc.
Parsons
Willbros Group Inc.

석유화학
석유화학, 전력
석유화학, 전력
석유화학
석유화학
석유화학
석유화학, 전력
석유화학

중국

China Jiangsu Int'l; Econ&Tech Corp
China Power Eng. Corp
China Railway Eng. Corp
China Tianjin Int'l Eco&Tech Corp
North China Power Eng. Co. Ltd.
Transtech Eng. Corp

석유화학
전력
운송
운송
전력
교통

94
154
161
196

전력, 석유화학
용수, 교통
전력, 용수
석유화학
석유화학, 전력

156
25
143
141
34

Bouygues
EIFFAGE
Prezioso SAS
TECHNIP-COFLEXIP
VINCI

교통, 석유화학
교통
석유화학, 전력
석유화학
교통, 석유화학

5
36
141
11
4

독일

Bilfinger Berger AG/Strabag

교통

13

영국

AMEC Plc.

교통, 석유화학

12

일본

JGC Corp.

석유화학

23

Grinaker-LTA Ltd.

교통, 석유화학

50

석유화학

-

Gemmo Impianti SpA
IMPREGILO SpA
이탈리아 Salini Costruttori SpA
Snamprogetti SpA
Techint Compagnia Tecnica Int'l

프랑스

남아공

네덜란드 Heerema Fabrication Group BV
주: 순위는 해외매출 기준.
자료: ENR(2001),“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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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0
15
7
38
47
-

5
건설시장 환경 및 전망

나

이지리아 건설시장은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시장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은 나이지리아의 건설시장이 2012년까지 연평균
15.8%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건설시장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1.97%에서
2012년에는 2.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
으므로, 오일메이저가 발주하는 관련 건설프로젝트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유전개발이 주로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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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건설산업 전망

단위 2004 2005 2006e 2007e 2008f 2009f 2010f 2011f 2012f
건설산업 십억
규모
달러

1.24

1.62

2.09

2.57

3.15

3.78

4.65 5.18

%

10

12.1

21.8

21.2

20.5

18.1

17.9 6.46 16.06

건설산업/
%
GDP

1.94

1.82

1.97

2.05

2.13

2.21

2.29 2.37

건설산업
성장률

6.01

2.46

주: e는 추정치, f는 예측치.
자료: BMI(2008),“Nigerian Infrastructure Report 2008.”

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 플랜트의 발주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건설프로젝트도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대규모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발주
처가 시공자에게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
분의 정부 발주 프로젝트는 부족한 정부재원을 충당하려는 목적
으로 시공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파이낸싱 능력을 갖춘 외국계 건설업체들의 나이지리아
건설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나
이지리아의 치안불안, 부정부패, 인프라 부족, 로컬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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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산 악화 등은 나이지리아 건설시장
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
나이지리아에는 최근에도 원유생산 관련 시설물 파괴, 외국인
납치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계 석유기업들의 원유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니제르 델타
지역에는 무장단체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회 전
반에 만연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원활한 비
즈니스 활동이 어려운 것도 나이지리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여기에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유·가스 사
업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로컬 콘텐츠 비율을 지키도록 요구
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로컬 콘텐츠 비율에 비해 국내에서 가용 가능한 건설자원
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산사정 악화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주
하는 인프라 시설 공사에 진출한 기업들의 최대 걸림돌이다. 나
이지리아 정부의 예산 악화 및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로 인해 나
이지리아 정부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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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나이지리아 건설시장 SWOT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약점)

- 석유·가스 부문의 높은 성장 가능성
- 낙후한 인프라부문의 높은 잠재성
-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인프라 육성
정책
- 인프라부문에 민간자본의 참여기회
확대

-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 로컬콘텐츠 정책(Local Contents)
- 낮은 기술력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고유가와 석유수출 증대에 기반한
경제성장 잠재력
- 국내 건설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외국계기업의 참여 확대

- 정정불안과 치안불안정
- 각종 규제를 통한 정부간섭 가능성

- 민관협력사업 활발

있기 때문이다. 석유오일메이저와 국영 석유기업(NNPC)의 합작
회사가 주요 발주처인 원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
비 지급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주요 발
주처인 인프라 건설은 공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중간
에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예산을 거의 탕진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공사비 지급이 지
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산 악화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건설 발주도 예
상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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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력산업
1/

전력산업 개요

2/

전력산업 정책

3/
4/

전력산업 부문별 동향

전력산업 외국인투자 동향

5/

전력산업 전망

1
전력산업 개요

오

늘날 나이지리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40%만이 전기공
급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은 전기공급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으며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조차 전력공급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
다. 나이지리아의 일부 공장, 상업시설 및 공사현장, 중상류층
이상 가정은 자가발전기를 보유하고 전력공급 중단시에 자체적
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이다.
나이지리아의 전력난은 신규 투자 부족으로 인한 발전 및
송·배전설비 노후화에 기인한다.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총 8기
의 발전소(화력발전소 5기, 수력발전소 3기)가 있으며, 최대 발
전설비용량은 6천MW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설비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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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산 가능한 전
력은 발전설비용량의 절반수준인 3천MW에 머무르고 있다. 나
이지리아의 국내 전력수요가 2007년을 기준으로 7천MW에 달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나이지리아의 전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
다.7) 송·배전 시설 또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가 미비하여 노후
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송배전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 나이지
리아의 전력 누수율8)은 30~3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잦은 정
전에 의한 생산성 저하, 전력 누수에 의한 경제적 손실, 자가발
전기 운영에 의한 추가비용 부담 등 전력난에 의한 총손실액이
연간 약 10억 달러, 전체 GDP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9)
반면 오일머니의 유입과 국내경기 상승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공급 증가율을 크게 웃돌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Alimi Abdul Razaq. Framework for Regulation the Nigerian Electricity Sector. 2007년 2월
14~15일 라이선싱 워크숍 발표자료, 아부자.
8) 전력생산에서 최종 수금단계까지의 전력 누수율을 말한다.
9) Bureau of Public Enterprise 홈페이지(www.bpe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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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의 주요 지표

나이지리아 전력수요

7,000MW(추정)

최대 발전설비용량

6,000MW

실제 전력생산

3,500MW

총발전소

9기(수력 3기, 화력 6기)

송전시설

330kV 변전소, 5000km
132kV 변전소, 6000km
23개의 330/132kV 변전소
91개의 132/33kV 변전소

배전시설

23,753km of 33kv lines
19,226km of 11kv lines
679 개의 33/11kv 변전소

자료: www.nepanigeria.org

나이지리아 정부는 각종 전력생산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전력산
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전력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까지 전력보급률 85%를 목표로, ｢전력설비 확충 10
개년 계획｣을 실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 ｢국가통합발전프로그램
(NIPP : National Integrate Power Project)｣ 등 각종 전력시설 개보수
계획을 발표하고 전력생산 확충을 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전
력산업 개혁법(Electric Power Sector Reform Bill)｣에 따라 그동안 나
이지리아 전력산업의 규제 및 생산 전반을 독점하던 국영 전력공사
(NEPA : National Electric Power Authority)가 해체되고, 규제기능과
전력생산기능이 전력청(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과 전력공사(PHCN : Power Holding Company of Nigeria)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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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관되었다. 전력의 생산 및 송·배전 부문에 대한 국영기업 독
점체제도 사라지고,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및 외국인투자가 허
용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형 국영기업의 해체 및 민간과 외
국인투자 증가로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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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 정책

가. 전력확충 계획

고유가로 오일머니 유입이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 경기가 활
기를 띠고 있고, 더불어 전력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지리아의 불안한 전력공급사정으로 인해 정전이 잦고 경제활동
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나이지리
아 정부는 각종 전력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발전소 신규 건설 및
보수, 송·배전 시설 확충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통합발전 프로
젝트(NIPP : National Integrate Power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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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1만MW까지 나이지리아 전력생산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발전소 건설 및 보수, 송·배전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총 4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신규 발전소 7기(총발
전용량 2,744MW), 신규 변전소 17기 및 기존 변전소 확충, 송·
배전 설비 확충 등 대규모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
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본 국가통합발전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전력생산은 68%
가 증가할 것이며, 송전과 발전 부문은 각각 48%와 26%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0)
이어 2007년에는 연방정부의 잉여 원유계정을 활용하여 니제
르 델타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립(총발전용량 1,882MW)에 83억
달러, Mambilla 지역의 수력발전소 건립에 32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나이지리아 전역에서는 4개의 신
규 송전소와 10개의 송·배전선이 건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정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농촌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배전선 및 변전
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산업개혁법에

10) Ransome E. Owen(2007), “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2007년 2월
28일 Franco Niger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Business Industry 세미나
발표자료, 라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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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국가통합발전프로젝트(NIPP)의 기대효과

국가통합발전
- 2005년 시작
프로젝트
- 총 41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NIPP)
- 현재 발전 가능 용량 : 3,500MW
- NIPP 사업으로 인한 추가 발전용량 : 2,744MW
발전부문

- 기타 현재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에 의해 추가될 용량 :
1,882MW
=> 발전용량

62% 증가
2006

송전부문

NIPP 이후

- 330/132kv 변전소(MVA)

5,300

6,008

- 132/33kv 변전소(MVA)

5,700

7,805

- 132kv 송전선(km)

5,430

6,227

- 330kv 송전선(km)

4,495

4,738

=> 송전 가능 용량 48% 증가
2006

배전부문

NIPP 이후

- 33kv(km)

45,252

47538

- 11kV(km)

31973

36648

232862

245905

9197

12960

43810

99048

- 0.415kV(km)
- 33/11 kV 변전소(MVA)
- 33&11/0.415kV 변전소(MVA)
=> 배전 가능 용량 26% 증가

자료: Ransome E. Owen(2007),“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2007년
2월 28일 Franco Niger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Business Industry
세미나 발표자료. 라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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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력부문 발전목표(2010년까지)

발전

송전
배전

전기요금수금률

전력 누수율

자료: Tinubu(2008),“Meeting Nigeria's Power Demand”, 2008년 2월 20일 Oando
Plc.

따라 ｢농촌전력화기금(Rural Electrification Fund)｣이 설립되었고,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계획
중에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력 확충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
직까지 나이지리아 전력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
았다. 오바산조 전임 대통령이 설정하였던 2007년까지 전력공
급확대 목표량은 결국 달성되지 못하였다. 최근 취임한 야라
두아 정권은 나이지리아 전력공급확대를 7대 국정과제(Seven
Point Agenda of Priorities in Terms of Reforms) 중 하나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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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2008년 2
월,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력확충계획을 발표하고, 나이지리아
의 전력생산 목표를 2009년까지 6천MW, 2011년까지 1만 1천
MW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전력생산목표 달성
을 위한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은 그동안 국영 전력공사인 NEPA(NEPA :
National Electric Power Authority)가 주도해왔으나, 2005년 ｢전력
산업 개혁법(Electric Power Sector Reform Bill)｣이 발효되면서, 나
이지리아 전력산업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영전력공사는 그동안 전력생산을 관할하는 동시에 규제기
관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해 왔다. 나이지리아 전력산업 전반을
독점하고 민간 및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
려온 것이다. 1972년 설립된 이후, 나이지리아 국영 전력공사는
국내 모든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를 소유한 거대 전력회사로
성장했다. 전력발전에서부터 송전, 배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산업 전반에 관여함과 동시에 모든 사업권 승인, 과세 등
규제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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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외국인 자본 참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규제기관으로서
국영 전력공사 역할이 커지면서 각종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
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원유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활
발해져 전력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도, 자본 및 기술 부
족으로 기존 설비 개보수 및 신규 설비 투자에 소홀해 왔다. 국
영 전력공사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나이지리아 전력난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2005년 발효된 전력산업 개혁법은 국영 전력공사의 해체와 민영
화를 통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
법에 의해 국영 전력공사는 해체되고, 규제권한은 신설된 전기조정
위원회(NERC : 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가 맡게 되
었다. 전기조정위원회는 전력부문 사업권 승인 및 관리, 전력사업
감독, 가격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영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발전 및 송·배전 부문은 신설된 전력지주회사(PHCN : Power
Holding Company of Nigeria)의 18개 계열사가 나누어 맡게 되었다.
현재 PHCN는 산하에 6개 발전회사, 1개 송전회사, 11개 배전회사
등 18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기존에 국영 전력공사
가 독점하던 전력발전 및 송·배전 부문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6개 발전회사는 새로운 준독립기업(Semiindependent Companies)으로
재편되어 전력생산만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생산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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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송전회사(Transyco)에 판매되며, 다시 각 지역별로 18개의 배
전업체에 판매되어 이들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전력산업 개혁법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전력산업
부문에 대한 국영기업의 독점체제도 사라졌다. 나이지리아의 급
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00억~15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영기업
의 독점체제하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자본 및 기술 부족
으로 신규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새로운 전력산업 개
혁법에 의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독점체제가 폐지되었고, 민
간자본의 전력부문 투자가 전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그림 Ⅴ-2 나이지리아 전력산업 개혁법(2005)에 의한 전력산업 구조 변화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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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전력산업 개혁법의 의의 및 주요 골자

□ 국영 전력공사(NEPAD)의 해체
의의 □ 국영 전력공사의 독점체제하에서 나이지리아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한
및
신규 투자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
배경 □ 전력산업을 부문별로 분할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허용
□ 국영기업의 독점체제를 없애고 전력산업에 경쟁 도입
추진
□ 오바산조 전임 대통령
세력
□ 국영 전력공사(NEPA) 해체
□ 규제기관인 전력청(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NERC) 신설
- NEPA의 규제권한이 NERC로 이관
- NERC는 전력부문 사업권 승인 및 관리, 전력사업 감독, 가격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
□ 지주회사인 PHCN(Power Holdings Company Nigeria)를 설립
- PHCN은 6개 발전회사 1개의 송전회사, 11개 배전회사를 계열사로 둠.
<PHCN 산하 계열사 현황>

발전부문
주요
골자
송전부문

배전부문

Kainji Hydro Electric PLC
Shiroro Hydro Electric PLC
Afam Power PLC
Egbin Power PLC
Ughelli Power PLC
Sapele Power PLC
Transmission Company of Nigeria
Abuja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Yola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Ikeja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Eko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Port Harcourt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Kano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Kaduna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Enugu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Ibadan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Benin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Jos Electricity Distribution PLC

자료: 각종 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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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의 건설이 증가추세
이고 최근에는 전력공사 산하 일부 계열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
이 추진 중에 있다.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등으로 한때 난항
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세계은행의 1억 달러 규
모의 민영화 자금 대출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의 민영화
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새로운 전력산업 개혁법으로 인해 민간자본
의 투자가 증가하고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
로는 나이지리아의 전력보급률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 민간투자 촉진정책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부터 독립민자발전소(IPP : Independent Power Plants) 건립과 국영 전력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민간
자본 및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영자본에 의존
한 전력발전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
고 판단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동안 국영기업이 독점하였던 발
전소 건립 및 운영부문에서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
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나이지리
아 독립민자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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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아에는 다수의 발전소가 민간 및 외국 자본에 의해 건설
중에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나이지리아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이다. 2007년 4월 중국의 China Gezhouba Group은
14억 6,000만 달러 상당의 맘빌라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
(Mambilla Plateau Hydropower Project)를 수주하여 현재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국기업들도 나이지리아 발전소 건설부문에 참여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력이 아부자에 2,250MW 가스화력발전
소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며, 2007년 9월에는 발전설비용량
1,320MW로 현재 나이지리아 최대 발전소인 Egbin 발전소의 보
수개발권을 수주하여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표 Ⅴ-4 나이지리아의 독립민자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 IPP)

프로젝트 명
Kwale/Okpai IPP 프로젝트
Afam IPP 프로젝트
Obite IPP 프로젝트
Ijede IPP 프로젝트
Bonny River IPP 프로젝트
Afam IPP 프로젝트

발전용량
480MW
930MW
450MW

참여회사
NNPC/Agip
NNPC/Shell
NNPC/Total

780MW

NNPC/Chevron Texaco

350MW

NNPC/Exxon Mobil

276MW

독일 Siemens

Abuja IPP 프로젝트

450MW

스위스 ABB

Enugu IPP 프로젝트

388MW

남아프리카 Eskom

자료: BMI(2008),“Nigerian Infrastructure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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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나이지리아내의 석유개발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외국의 오일메이저들에게는 석유 탐사·개발권 계
약 체결시 나이지리아에 독립민자발전소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Shell, Total, Chevron 나이지리아 광구개발에 참
여 중인 오일메이저들도 독립민자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전력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 1월, 나이지리아 전
력지주회사 산하의 발전회사 3개와 배전회사 10개의 분리매각
을 위한 국체입찰이 실시된 바 있다.

표 Ⅴ-5 민영화 대상기업 현황

구분
발전부문

회사명
ᄋ Egbin Power Plc
ᄋ Geregu Power Plc
ᄋ Ughelli Power Plc
ᄋ Enugu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ᄋ Eko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ᄋ Beni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배전부문

ᄋ
ᄋ
ᄋ
ᄋ
ᄋ
ᄋ
ᄋ

Ikeja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Kano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Port Harcourt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Kaduna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Ibada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Jos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Yola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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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산업 부문별 동향

가. 발전

나이지리아의 전력생산규모는 나이지리아의 인구규모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GDP가 1,170억 달러(2006년 기준)
인 나이지리아의 발전가능용량은 6천MW 정도에 머무르고 있
다. 아프리카의 경제대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 4,700만 명
으로 인구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용량이 4만MW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은 매우 부족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3,400만 명 인구에 GDP 187억 달러인 케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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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차 발전가능용량은 현재 1만 7천MW이고 실제 발전용량이
6천MW에 달하고 있다.11) [그림 Ⅴ-3]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1
인당 전력사용량을 비교한 표인데, 나이지리아 국민의 1인당 전
력사용량은 전 세계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주변 아프
리카국가인 가나와 잠비아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화력발전소 6기와 수력발전소 3기, 총 9
기의 발전소가 있다. [표 Ⅴ-6]에서 보다시피 총발전가능용량은 6
천MW에 달한다. 그러나 발전기의 대부분이 1960년대에 건설되
었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발전용량은 전체
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발전소 9기 이외에도
독립민자발전소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운영하는 소
규모 발전소가 있으나, 발전설비용량이 미비한 실정이다.
나이지리아 전력생산 구성을 살펴보면, 2005년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전체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화석발전의 비중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나
이지리아가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력
발전용 연료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력발전

11) McDiarmid Nicholas(2007). “Facilitating change in Nigeria's power sector.” ESI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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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국가별 1인당 전력사용량

(단위: kWh)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stration.

표 Ⅴ-6 나이지리아 발전소 현황

발전형태

수력

화력

발전소명

설립연도

발전설비용량(MW)

Kainji Hydro Power Station

1968

580

Jebba Hydro Power Station

1986

570

Shiroro Hydro Power Station

1989

600

Delta Thermal Power Station

1966

912

Afam Thermal Power Station

1965

470

Egbin Thermal Power Station

1985

1,330

Sapele Thermal Power Station

1978

1,220

Ijora Thermal Power Station

1978

60

Oji Thermal Power Station

1956

30

자료: 나이지리아 전력개혁 추진위원회(2000),“National Electric Power Policy.”
(www.nerc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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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나이지리아 전력생산의 구성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7).

이 나머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니제르 강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나
이지리아에는 아직까지 풍력 및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에 의한
전력생산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송·배전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330kv와 132kv의 송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 100여 개의 변전소에서 나이지리아 각지로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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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넓은 국토와 인구에 비해 나이지
리아의 송·배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십 년
에 걸친 군부독재기간 동안 전력부문에 대한 무관심, 설비의 노
후화, 열악한 시설 관리 등에 의해 변전소 등 대부분의 송·배
전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Ⅴ-7 나이지리아 송·배전 시설 현황

송전시설

배전시설

5000km of 330kv lines
6000km of 132kv lines
23개의 330/132kV 변전소
91개의 132/33kV 변전소
23,753km of 33kv lines
19,226km of 11kv lines
679 개의 33/11kv 변전소
20,543개의 33/0.415kv, 11/0.415kv 변전소

다. 전력 기자재

나이지리아의 전력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전력 송전 및 배
전 기기 등 전력 관련 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송전 및 배전기
등 전력 관련 기자재의 대부분을 유럽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 대부분 독일 및 영국,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전력 기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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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은 우수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에 부담
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술력을
보유한 저가제품을 발굴 중에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전력 기자
재들이 품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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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산업 외국인투자 동향

나

이지리아 전력부문에는 아직까지 외국인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동안 국영전력공사가 발전부터 배전까

지 전력산업 전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비
롯한 민간투자 자금의 진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2005년 전력 산업
개혁법 이후 나이지리아의 전력부문이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 자
본에 개방되면서 외국기업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2007년 4월 맘빌라 수력발전소 건설 사
업을 낙찰받은 중국의 China Gezhouba Group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지의 외국기업들이 나이지리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도 2005년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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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

국적

기업

사업

미국

AES

Agbara 가스 화력 발전소

일본

Marubeni
Hitachi 제작소/Marubeni

Egbin 발전소
델파 Ⅱ 개선공사

중국

China Gezhouba Group

Mambilla Plateau 수력 발전소

한국

한국전력

2,25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Egbin 발전소 운영

자료: 각종 자료 바탕으로 필자 작성.

아 해상유전 광구 탐사권을 취득한 것을 계기로 나이지리아에
2,250MW의 발전량을 가진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나
이지리아 최대 발전소인 Egbin 발전소는 한국전력이 2007년부터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5년간 운영을 담당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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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산업 전망

가. 시장 전망

향후 나이지리아의 전력수급은 정부의 전력공급 확충 노력에
도 불구하고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공급부족현상이 장기
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의 전력생산은 정부
의 전력부문 투자계획과 민간발전소 확대로 2011년까지 1만MW
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소비는 나이지리아의 인
구증가, 경제성장, 도시화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에너지부(Federal Ministry of Energy)는 나이지리아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율을 예측하였다(표 Ⅴ-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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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발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경제가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경우, 2010년에는 전력수요가 현재의 5,746MW에서 3배 성
장한 1만 5,920MW, 2030년에는 더욱 증가한 19만 2천MW에 이
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을 11.5%로 높게 예측했을
경우 전력수요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나이지리아 경제가 향후 7%의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경우에도 2010년 전력수요는 1만 5,730MW, 2030년에는 11만
9,200MW에 달하며 전력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9 경제성장률에 따른 나이지리아 전력수요 예측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시나리오 1
- GDP 성장률: 7%
- 제조업/GDP 비율:15%
- 1인당 전력 소비:
4,000kWh/연

5,746 15,730 28,360 50,820 77,450 119,200

시나리오 2
- GDP 성장률: 10%
- 제조업/GDP 비율: 22%
- 1인당 전력 소비:
5,000kWh/연

5,746 15,920 30,210 58,180 107,220 192,000

시나리오 3
- GDP 성장률: 11.5%
- 제조업/GDP 비율: 25%
- 일인당 전력 소비:
4,000kWh/연

5,746

16,000

31,240

70,760 137,370 250,000

자료: Sambo, A. S.(2008),“Electricity Demand from Customers of INGA
Hydropower Projects: The Case of Nigeria”
. 2008년 4월 21일~22일 WEC
Workshop in London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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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투자계획

나이지리아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전력발전을 2007~10년에 7
천~1만MW 이상 확대한다는 중단기 생산증대 목표를 설립하고,
각종 발전설비 확충과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2005년에는 국가통합 발전프로젝트(National Integrated
Power Plan)를 발표하고, 발전소 건설에 총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에는 국가통합 발전프로젝트의

표 Ⅴ-10 나이지리아 발전소 증설 계획

연도

발전소 증설 계획

2005 -

335MW
335MW
414MW
150MW
346MW

Gas Thermal Power Plant(Papalanto, Ogun State)
Gas Thermal Power Plant(Omotosho, Ondo State)
Power Plant(Geregu, Kogi State)
Delta III Power Plant(Ughelli, Delta State)
Power Plant(Alaoji, Abia State)

2006 -

230MW
451MW
451MW
188MW
230MW
338MW
561MW

Gas
Gas
Gas
Gas
Gas
Gas
Gas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lant(Omoku, Rivers State)
Plant(Gbarain/Ubie, Bayelsa State)
Plant(Sapele, Delta State)
Plant(Ikot Abasi, Akwa Ibom State)
Plant(Ihonvbor, Edo State)
Plant(Egbema, Imo State)
Plant(Ikot Nyong, Cross River State)

- 니제르 델타 통합 발전소 프로젝트(83억 달러 규모)
- Mambia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32억 달러)
2007
- 복합화력발전소 4기 건설프로젝트(17억 달러) 등 총 132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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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41억 달러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2007년에도 연방
정부 예산 중 잉여원유계정을 이용하여 각종 투자계획이 발표되
었다. 여기에는 니제르 델타 통합 발전소 프로젝트(83억 달러
규모), Mambia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32억 달러), 복합화력
발전소 4기 건설프로젝트(17억 달러) 등 총 132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이 포함된다.
나이지리아 전기조정위원회(NERC)는 나이지리아 전력산업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총 100억~16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아프리카 통합전력망 구축

현재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전역을 연결하는 ‘아프리카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전력시장에는 대규
모 수력발전 잠재성을 보유한 콩고민주공화국, 오랜 발전 역사
와 기술을 보유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전력공급이 하루 2
시간에 불과한 나이지리아, 가나와 같은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국가간 전력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발
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제적 방법이 제시
되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전역은 5개의 거대전력망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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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아프리카 통합전력망 구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아프리카 거점국가 진출전략 연구』
.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선진국, 국제
기구에서도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통합 전력망은 지역
에 따라 남아프리카 전력망(Southern African Power Pool), 서아프
리카 전력망(West African Power Pool), 중앙아프리카 전력망
(Central African Power Pool), 동아프리카 전력망(East African
Power Pool), 북부아프리카 전력망(Magreb Electricity Committee)
으로 구분된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전력망에 가입되어 있다. 서아프리
카 전력망은 1999년 ECOWAS 22차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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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0년 발족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가나, 니제르, 베냉, 토고,
세네갈 등 15개 서부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서
부아프리카 전력망은 2020년까지 전력설비 용량을 현재의

표 Ⅴ-11 WAPP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330KV Ikeja West(나이지리아)
- Sakete(베냉) 송전선
225KV Bobo Dioulasso
- Ouagadougou(부르키나파소)
송전선
330KV Volta(가나)
- Mome Hagou(토고)
- Sakete(베냉) 송전선
EAPP North 330KV
Birnin Kebbi(나이지리아)
- Bemberke(베냉)
- Niamey(니제르)
- Ouagadougou(부르키나파소)
송전선
OMVS - Felou 60MW 수력발전소(세네갈)
OMVG 프로젝트
(기니-기니비소-감비아
-세네갈 송전선)
Bolgatanga(가나)
- Ouagadougou(부르키나파소)
송전선
Han(가나)
- Bobo Dioulasso(부르키나파소)
- Sikasso - Bamako(말리) 송전선

금액
(백만 달러)

완공시기

추진경과

40

2007년 2월

완공

90

2008년

건설 중

97

2009년

타당성
조사완료

-

2009년

타당성 조사
진행 중

120

2012년

-

2011년

2006년
상세설계
완료

-

-

타당성 조사
완료

-

-

컨설턴트
선정 중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아프리카 주요 거점국가 진출전략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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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가나·토고·베냉·나이지리아 전력망 통합을 위한 WAPP Plan

자료: West Africa Regional Transmission Study- Volume 2: Master Plan.

6,500MW에서 2020년에 2만 2천MW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
지고 역내국가가 전력망 연결 등을 추진 중이다. 2007년 3월에
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나이지리아의 Ikeja West와 베냉의 Sakete
를 연결하는 330KV 송전선을 완공하였다. 서아프리카 전력망은
3개의 우선추진프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건별로 자금 확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역내 주요 발전설비와 주변국의 연결을 통해,
국내에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까지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사이의 송전선이 완공되면 142M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베냉과 나이지리아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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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MW의 전력 송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발전 및
송·배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추가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어
나이지리아 전력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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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지리아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1) 긍정적 요인
나이지리아가 지니고 있는 최대 전략적인 가치는 역시 풍부한
지하자원이다. 종족 및 종교 분쟁, 만연해 있는 극심한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소득이 4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인지만,
엄청난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나이지리아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은 자원개발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글로
벌 이슈로 본다면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가 신흥시장이 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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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즉 21세기 차세대 신흥시장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자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지
리아는 일반적인 개념의 통상적인 유망시장은 아니지만 자원에
서만큼은 분명 신흥 유망시장이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1억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대국인 만큼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경제규모면에서도 나이지리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
리카 제2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상당 규
모의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막대한 오일머니 덕
분으로 경제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업용
원자재, 플랜트 및 운송장비 등을 비롯한 각종 생산설비의 수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민선정부 수립 이후 경제발전, 실업 해소, 민간부문 육
성, 산업기술 습득 등을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온
것도 외국기업의 나이지리아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폭넓게
운용해 오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리더로서 주변 부
르키나파소, 베냉 등의 국가들과 활발한 정치적·경제적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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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서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주변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역내 무관세 교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시 주변 아프리카국가로의 진출도 용이하다.

2) 부정적 요인
나이지리아에는 저개발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정불안의 이면에는 인종적·종교적 대립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
지가 않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50여 개의 종족과 기독교·회교
도 간의 갈등으로 유혈사태와 폭력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특성상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석유개발과 같은 투자
진출사업에 있어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 내전과 원유 약탈행위 등으로 원유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역정세가 불안한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는 조직화된 범죄조직(crime syndicate)에 의한 원유절도 규모가
하루 7만~30만 배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는 대부분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무기 밀거래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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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소한 연간 1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비즈니스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워
낙 경제기반과 사업환경이 열악한지라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사회적 불안, 부정부패, 정
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등으
로 투자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딪혀야 할 직·간접적인 장애 요
인이 무수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기업활동 규제 정도는 조사대
상 178개 국가 중 108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투
자 촉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민과의 차별 철폐,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BMI(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는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경제구조와 산업을 가진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경제대국과 나
이지리아의 경제활동환경을 비교하였는데, 나이지리아는 높은
국가리스크와 낙후된 인프라 수준 때문에 13개 국가 중 최하위
를 기록하였다. BMI는 특히 나이지리아의 열악한 전력공급에
의한 잦은 정전, 도로 등 운반시설 미비로 인한 높은 운송비용
등을 나이지리아의 경제활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원유, 가스, 전력, 건설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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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정부와 깊게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관료주
의가 팽배하여 행정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시장 리스
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시장리스크와 열악한 인
프라 시설은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자원매장량과 많은 인구가 가
지는 잠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Ⅵ-1 BMI의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국 비즈니스 환경 평가

국가

인프라
시장

잠재성

시장
리스크

국가
리스크

잠재성
실현

1

이스라엘

55.0

78.2

63.1

75.0

73.7

74.2

66.0

2

카타르

65.0

54.8

61.4

75.0

69.1

71.5

64.4

3

UAE

53.0

63.0

56.3

80.0

80.0

80.2

63.0

4

이란

60.0

59.7

59.9

55.0

63.8

60.3

60.0

4

쿠웨이트

45.0

76.3

56.0

55.0

76.9

68.1

60.0

6

사우디

45.0

68.2

53.1

80.0

67.8

72.7

59.0

6

터키

65.0

50.5

59.9

55.0

55.4

55.2

59.0

8

바레인

42.5

70.6

52.3

77.5

71.1

73.7

58.7

9

오만

45.0

60.8

50.5

82.5

74.0

77.4

58.6

10 리비아

47.5

63.8

53.2

65.0

60.6

62.3

55.9

11 이집트

50.0

51.7

50.6

75.0

61.0

66.9

55.0

12 남아공

42.5

54.2

46.6

55.0

73.9

66.3

53.0

13 나이지리아

50.0

42.7

47.4

42.5

47.3

45.4

47.0

순위

국가
구조

인프라
수준

자료: BM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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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환경

나이지리아의 수입시장은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나이지리
아의 수입시장은 2000년까지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
나 고유가시대에 접어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수입시
장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의 수입액은 2006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7
년에는 2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그림 Ⅵ-1 나이지리아 수입시장 추이 및 전망

주: 2008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IMF(2008), DOT,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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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산업 붐으로 공업용 원자재, 플랜트 및 운송장비 등을 비
롯한 각종 생산시설재의 수입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앞으로 나이지리아의 수입시장은 고유가로 오일머니가 더욱
늘어나고 나이지리아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큰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의 규
모는 2006년 200억 달러에서 매년 30%씩 증가하여 480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62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
어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입파트너국가에 큰 변동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은 영국, 프랑스, 네
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미국이 장악해 왔다. 2000년 나이지리
아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은 영국이 13.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11.3%), 독일(10.2%), 프랑스(5.6%) 순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이 국가들의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년에 비해 8% 하락
한 5.4%에 불과하였고, 기타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점유율도 지
난 7년간 1~8%의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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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0년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결과
2007년에는 10.9%까지 점유율을 높였다. 현재 중국은 나이지리
아의 제1위 수입파트너로 등극하였다. 브라질과 인도의 수입시
장 진출 확대도 눈에 띠는데 이 국가들의 나이지리아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7년 동안 각각 2.1%, 0.5% 상승하였다.

표 Ⅵ-2 나이지리아 수입시장 상위 10개국의 점유율

(단위: %)

순위

국가

2000

2002

2004

2006

2007

1

중국

4.3

8.5

9.3

10.7

10.9

2

네덜란드

4.3

3.2

5.8

6.2

8.2

3

미국

11.3

12.8

8.3

8.4

8.1

4

영국

13.0

12.5

7.7

5.8

5.4

5

브라질

3.1

2.1

2.7

5.1

5.2

6

프랑스

5.6

4.2

5.4

5.6

4.5

7

독일

10.2

6.1

4.8

4.5

4.3

8

인도

3.4

3.5

3.2

3.9

3.9

9

이탈리아

4.7

3.0

4.0

3.6

3.3

10

한국

5.1

2.7

2.9

3.5

3.2

주: 순위는 2007년 기준.
자료: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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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의 경우 최근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
진한 상황이다. 2000년 1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
나이지리아 수출규모는 2007년에 9억 5천만 달러까지 상승하며
연평균 9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나이
지리아 시장점유율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한 3.2%에 불과하였다.
이는 최근 나이지리아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감
안해, 한국제품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입품은 제조품인데 전체 수입의 약 32%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기계 및 수송기기(21.9%), 화학제품
(24.2%) 등이 잇고 있다. 석유산업과 농업에 의존한 경제구조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
근에는 중국의 제조품들이 나이지리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중국의 값싼 소비재들이 나이지리아 수입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이지리아 국내에서는 중국이 나이지리아 제조
업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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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나이지리아의 주요 수입품(2005년)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2007).“Annual Report and Statement of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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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진출전략

가. 원유·가스 산업

1) 한국기업의 나이지리아 진출 사례
한국은 2005년 8월 실시된 나이지리아의 유전광구 국제입찰
에서 한국석유공사가 한전, 대우조선 및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2개 해상유전광구(OPL323 및 OPL321)에대한
탐사권을 확보했다.
2개 해상유전 광구에는 총 2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총지분의 65%, 인도
의 ONGC(Oil and Natural Gas Company)가 25%,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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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한국석유공사가 현재 탐사 중인 해상유전 광구

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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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한국기업의 나이지리아 원유·가스 진출 사례

위

치

나이지리아 기니만 심해

예상 가채매장량 원유 약 20억 배럴 (321광구, 323광구 각 10억 배럴)
참여지분

한국컨소시엄 60%, Equator 30%, 현지회사 10%

계약기간

2006. 3 ~ 2036. 3(탐사 10년, 개발 20년)

한국컨소시엄

석유공사(운영권자) 43.875%, 한전 8.775%,
대우조선해양 5.85%, 지티엔알 1.5%
구분
면적
(수심)

PSC(생산물
분배계약)
개요

OPL 321 광구

OPL 323 광구

1,166㎢
(1,900~2,500m)

994㎢
(1,000~2,000m)

1기(5년) 3D 800 ㎢, 시추 2공
의무 '06. 3~
(124백만 달러)
탐사량 '11. 3
및 2기(5년) 3D 313㎢, 시추 4공
투자비 '11. 3~
'16. 3 (249백만 달러)

3D 800㎢, 시추 2공
(124백만 달러)

3D 300㎢, 시추 6공
(372백만 달러)

자료: 한국석유공사

기업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2005년 및 2006년, 1,200km 가스 파이프라인 및 총용량
2,250MW의 발전소 2기 건설, 카두나주 정유공장 운영 참여 및
1,500km 철도 건설(POSCO)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 각서
를 나이지리아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우건설이 1970년대에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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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대중공업 및 대우해양조선 등이
원유·가스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50억 달러 규
모의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 원유·가스 부문 진출전략

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

나이지리아 주요 원유·가스 프로젝트는 단순 자원개발의 차
원이 아니라 인프라 건설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즉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발전, 도로, 건설, 교육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기업들과의 컨소시
엄 구성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인 원유·가스 부문
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인된 원유매장량을
2010년까지 400억 배럴로 증가시키는 한편, 천연가스 수출금액
을 2010년까지 원유 수출금액의 50%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
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내의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
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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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유·가스 산업과 관련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진출

나이지리아의 국영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부문의 다국적 기업들(엑슨모빌, 쉘, 쉐브론
등)과 운영권에 관한 합의서(JOA :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체결, 합작투자 방식으로 석유 및 가스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국영기업들과 수입, 로열티, 세금
등에 대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MOU 조건에 따라 수입 및 로열티 등을 배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벤더등록제도를 국영기업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국영기업들과 합작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독자
적으로 벤더등록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들은 석유 및 가스 산업부문의 다국적 기업 벤더등록을
하면 나이지리아의 석유 및 가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에 벤더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
지리아 기업과 에이전트, 합작투자 또는 테크니컬 파트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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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 관련 플랜트 기자재 공급 개념도

자료: KOTRA 무역관 제공.

체결 등 국산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원유·가스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
개발 및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석유 및 가스 산
업 부문에 국산화 정책(Local Content Policy)을 도입, 엔지니어링,
조립(Fabrication), 조달(Procurement)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국
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다국적 기업들에 요구하
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국산화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계획이다.
국산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주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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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낮으며 다
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또한 주요 원유·가스 프로젝트
정보는 비공개이며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 단독 투자기
업들이 활동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국산화 전략을
택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 나이지리아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한국기업들이 나이지리아 진출을 꺼리는 것은 나이지리아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으로 무역사기 및 납치 사건으로 악명 높
은 국가이며, 제조산업 및 인프라가 열악하여 대부분의 공산품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
을 절대빈곤층이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가 심각하며, 외국
인근로자 피랍 및 피습 사건이 끊이지 않고 무장단체의 소요사
태로 인해 치안이 불안하여 외국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나이지리아의 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인도 기업들은 나이지리아에 진출하여 상품, 자본 및 인
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주요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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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규모 차관을 저리에 제공하고 있으며, 원유, 건설, 상품 시
장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내
중국인 수는 약 1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나이지리아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상품들은 저(低)품질
고가(高價)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품질이 우수한 한국기업
들의 시장진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중
국과 대적할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즉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중국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에
새로운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유·가스 산업 기자재 조
달 사업과 관련 국제 규격 및 품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 스스로가 나이지리아에 대한 선입견으로
진출을 망설인다면 나이지리아 진출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객관적으로 나이지리아 시장을
분석하고 명확한 시장전략을 수립한다면, 더욱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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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벤더정보공유센터 운영 필요

나이지리아 주요 프로젝트는 입찰기간이 매우 짧으며(2주),
나이지리아 로컬 콘텐츠(국산화 비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
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기업 또는 현지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나이지리아는 벤더등록제도를 국영기업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
고 있으며, 국영기업들과 합작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독자 적으
로 벤더등록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이지리아 벤더
등록업체 리스트는 다국적 기업들의 비공개사항으로 외부에서 접
근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제조산업이 열악하여 벤더업체의 9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
기 위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인콰이
어리를 생산하고 있으나, 무역사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통한 기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의 기자재 수출
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기업과의 합작 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야 하지만 적격의 현지 바이어를 찾기 어려우며, 나이지리아 벤
더업체들은 기자재 공급을 위한 품질이 우수한 국내업체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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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자재 업체와 나이지리아 벤더업체들과의 정보교류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기자재 수출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역관
은 한국 기자재 수입 및 파트너십을 희망하는 나이지리아 벤더
업체를, 본사는 기자재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모집하여
이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비공개로 접근이 어려운 나이지리아
벤더업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신산업

1) 3G 통신시장 진출, 콘텐츠 강화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은 노키아, 화웨이 등 저가 휴대폰
공급 및 저렴한 통신요금제도로 인하여 가입자 수는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선인터넷 기술들의 시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통신기술은 나이지리아 주요 통신방식인 GSM 통신방식
이 아닌 CDM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현재 WCDMA를 거쳐
3G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기술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
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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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G 기술은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음성통신을 뛰
어넘어 영상, 데이터 전송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세계 통신의 표준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키아, 모토로라가 3G 폰을 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
및 엘지 전자도 3G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G 연이어 런칭하고 있다.
3G 통신의 수요층은 주로 고소득층 또는 얼리어답터 등 마이
크로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향후 이동통신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적인 서비스 요
금 인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3G 이동통신기술 및 노하우를 가
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 및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 저가 휴대폰 시장은 향후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중
저가 휴대전화로 소비트랜드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호황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 수를 고려할 경우 매우 방
대한 시장인 반면, 통화 및 SMS 등 기본 서비스 이용자가 대부
분이다. 이는 게임, 뉴스,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
츠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한국 콘텐츠 개발업체들로서는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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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기가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이동통신시장은 완전 자유경쟁시장이다. 즉 나
이지리아 통신시장은 모든 회사에 투자기회가 주어지며, 각자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2) 나이지리아 통신 인프라 시장 진출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통신 인프라 시설의 확충 및 전력, 인력관리 등 초기 투
자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시장의 전면 자유화 정책으로 정부
의 지원이 없으며, 외국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기
존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현재 가용라
인은 통신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지리
아 주요 통신사들은 무선통신망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통신 관련 회사들은 주로 광케이블을 사용한 초고속 통
신 및 CDMA 통신기술에 강하기 때문에 현지 나이지리아 통신
인프라 환경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기지국 건설을 통해 수
많은 셀로 통신망을 분할해야 하는 CDMA의 경우 일부 지역에
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통신망 확대를 위해서는 기지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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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통신장비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나이지리아 통신 인프라 시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조밀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CDMA 통신
망을 구축하거나 GSM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나이지리아는 단순 통신장비의 수출 또는 통신망을 구
축하는 사업에서 나아가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개발 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투자가 아닌
Turn Key Base 방식으로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더 큰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의 특징으로 자유화
(Liberalisation)를 설명한 바 있듯이,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은 사업
을 희망하는 주체의 개별 투자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국
가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또는 ODA 사업을 통
한 시장진출은 나이지리아 통신 자유화 정책에 반(反)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를 통한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다만 인프라 시설 구축만을 제공하고, 통신망 운영권을 나이
지리아 기업에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에 주
는 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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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산업

나이지리아 건설시장은 크게 원유·가스 관련 플랜트 시장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장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인
프라 건설시장의 경우, 이미 유럽계 토목회사들이 선점하고 있
고 시공자 파이낸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확보가 어려
운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인프라 건
설프로젝트가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인데, 나
이지리아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공사대금 지급도 불
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플랜트 시장은 한국기업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출하여 기술력과 나이지리아 시장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출이 용이하다. 원유·가스 관련 플랜트
건설프로젝트는 대부분 외국계 오일메이저들이 발주하기 때문
에 비교적 공사대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
국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인프라부문보다는 원유·가스 관련 플
랜트 시장으로의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나이지리아에서도 플랜트 발주비중
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공업화 추진 및 에너지 개발에 따른 석유화학플랜
트, 석유·가스 처리시설, 발전시설 확충 등의 플랜트 건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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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나이지리아의 플랜트 시장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주: 최근 10년간(1998~2007년) 발주규모.

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출전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Ⅵ-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나
이지리아의 플랜트 발주 총액은 1,200억 달러로 알제리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기본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토목 및 건축 공사의 경우 중국 등 후발업체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결국 한국의 수주 확대 여부는 플랜트 수주능력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플랜트 건설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향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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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정책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면 수요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플랜트 수출은 생산설비
나 발전설비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류와 부품이 결합된 종합상
품의 수출로서, 생산에서 설치·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종이
관련되고 금액규모도 일반상품보다 크므로 수출 촉진과 산업활
성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원유·가스 해상유전부문과 발전부문 플랜트 연계 진출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육상유전보다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덜하고 수익성이 좋은 해양 플랜트 발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심해 해양 플랜트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다국적 석유메이저사를 대상으로 신규 원유·가스
플랜트 건설 추진시 발전소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8월
에 실시된 신규 해상광구 개발권 입찰에서는 석유메이저사들이
정부의 전력부문 투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독립계열 유전개
발업체와 중국, 대만, 인도 등의 아시아계 석유회사들이 나이지
리아 정부로부터 광구 탐사권을 따낸 바 있다. 이 입찰에서 한
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전력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개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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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낙찰받았다.
이와 같이 해상유전 개발 및 유전 운영에 우리 자본을 투자하
여 이를 통한 해양 플랜트, 유전 생산 및 운송 설비 등 한국기업
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의 주진출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EDCF(대외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하여 나이지리아의 현안인 신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이
지리아 정부와 협상하기에 따라 정부 발주 플랜트 추가 수주,
유전개발권 추가 취득 등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국적 석유메이저와의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어떠한 조직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건
설업체가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기존 선진기업들과의 진출경쟁에 어려움이 크고 일반 개도
국과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위험도를 감안하면 종합적이
고 다각적인 진출전략 모색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제3국
과의 합작진출 또는 컨소시엄 구성 역시 우리 업체의 경제적 위
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인데, 특히 합작대상이 선진
국 업체일 경우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위험발생시 선진국의
현지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의 분산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선진국 업체와의 합작진출은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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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사업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발주되는 해양 플랜트, 가스처리시설
등의 발주처는 대부분 다국적 석유메이저사이며, 다국적 석유메
이저와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공사와의 합작투자인 경우에도 대
부분의 자금원은 석유메이저이다. 따라서 이 석유메이저들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는 장기적인 사업수주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이다. 따라서 현지 정부와의 협력과는 별도로 석유메이저 현지
법인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은 발주시 시공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들어
석유메이저들이 발주하는 LNG 플랜트, GTL 플랜트 등의 고부
가가치 고기술의 플랜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전력산업

1) 전력 발전: ‘패키지형’ 진출
나이지리아 정부는 열악한 전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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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의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기존 발전시설의 민영화와
독립민자발전소 건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
및 송·배전 부문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여지가 크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대부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나
이지리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
력, 원자력 등 새로운 발전소를 통해 발전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및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발주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출 유망분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우선 국내기업 간의 협업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나이지리아
전력발전소 프로젝트는 발주규모가 큰 데 비해, 나이지리아 정부
의 재정능력은 이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나이
지리아 정부는 시공자 파이낸싱을 주요한 발주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
과 기술참여를 유도하는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발주
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대규모 발전프
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한국건설회사와 금융사, 정부 등 국내
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동반 참여하여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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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Ⅵ-1 석유개발과 발전부문의 동반진출

나이지리아에는 세계 각국의 오일메이저들이 대거 진출, 석유개발 붐을 일으
키고 있으나, 정작 나이지리아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은 극히 열악한 실정
이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전기보급률은 4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마저도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전력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전력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
규모 전력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에는 국가통합 발전 플랜트(NIPP :
National Integrated Power Plants) 프로젝트를 수립, 총 25억 달러 규모의 발
전소 5기(총발전용량 1,580MW)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에 독립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 IPP)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 전력산업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 및 외국자
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석유개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인프
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석유개발부문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발전부문 플랜트 건설에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정부 발주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는 발전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유
대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개발원조자금을 이용하
여 인프라 구축과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향후 한국기업의 나이지리아 발전부문 진출에 밑거름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제개발협력은행(JBIC)의 자원협
력기금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대한 자국 건설회사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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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원개발과 전력 플랜트의 동반진출을 활용하는 ‘패키지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전력 플랜트 건설기술에 있
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
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는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을 연계
하는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전력 기자재 수출에 역점
나이지리아의 전력발전소와 송·배전 시설이 확대되면서 계
량장치, 제어장치 등 전력 기자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나이지
리아는 국내 제조업이 낙후되어 대부분의 기자재를 유럽국가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산 전력 기자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산보다 품질면에서 뛰어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Ⅵ-4]는 지
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부문별 플랜트 발주 규모와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전력부문의 발주규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려 10배 이상을, 그리고 리비아와 앙골라
에 비해서는 각각 7배, 18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전력 기자재 수출확대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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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나이지리아의 부문별 플랜트 발주규모 및 비중(1998~2007년 누적)

(단위: 백만 달러, %)

전력
나이지리아

남아공

리비아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오일·가스

해양설비

석유화학

기타

계

37,083

51,611

12,118

14,284

76

120,383

(30.8)

(42.9)

(10.1)

(11.9)

(0.1)

(100.0)

3,184

18

-

2,996

3,260

9,458

(33.7)

(0.2)

-

(31.7)

(34.5)

(100.0)

5,225

6,899

-

3,557

639

16,320

(32.0)

(42.3)

-

(21.8)

(3.9)

(100.0)

7,736

43,132

-

5,900

5,181

61,944

(12.5)

(69.6)

-

(9.5)

(8.4)

(100.0)

2,201

5,440

6,447

1

120

14,209

(15.5)

(38.3)

(45.4)

(0.0)

(0.8)

(100.0)

5,726

17,565

799

6,603

901

31,599

(18.1)

(55.6)

(2.5)

(20.9)

(2.9)

(100.0)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출확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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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해당 업종 기업체 리스트( KOTRA 작성, 평가대상 제외)

가. 원유·가스 산업
MOBIL

PRODUCING

NIGERIA

UNLIMITED

MOBIL PRODUCING NIGERIA UNLIMITED
회사 개요
주 소

1, Lekki Expressway, Victoria Island, Lagos

대표자

Mr. J. Owen-Smith

매출액

US$ 377백만(2006)

종업원 수

40,000

정부지분

정부: 40%, 민간: 60%

주요 기능/활동

원유 및 가스 탐사/시추, LNG 및 석유제품 생산

담당자

Mrs. Gloria Essien/General Manager

부서명

External Affairs

전 화

234-1-2621640-60

구매 및 벤더등록 담당부서

팩 스

234-1-2621733

E-mail

N/A

홈페이지

www.exxonmobilafrica.com

참고사항

연간 단위로 벤더등록 업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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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주 소

Shell Industrial Area, Port Harcourt, Rivers State

대표자

Mr. Basil Omiyi

매출액

US$ 273백만(2006)

종업원 수

20,000

정부지분

정부: 40%, 민간: 60%

주요 기능/활
동

원유 및 가스 탐사/시추, LNG 및 석유제품 생산
구매 및 벤더등록 담당부서

담당자

Mr.Graham Guy

부서명

Managing Director

전 화

234-84-237210-35, 84-429999

팩 스

234-84-237127

E-mail

N/A

홈페이지

www.shellnigeria.com

참고사항

< 계열 회사 >
-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SPDC)
- Shell Nigeria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SNEPCO)
- Shell Nigeria Gas(SNG)
- Shell Nigeria Oil Products(S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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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주 소

Plot 25, Trans Amadi Ind. Layout, Port Harcourt,
Rivers State

대표자

Mr. Jacques Marraud des Grottes

매출액

US$ 206백만(2006)

종업원 수

21,000명

정부지분

정부: 40%, 민간: 60%

주요 기능/활동

원유 및 가스 탐사/시추, LNG 및 석유제품 생산
구매 및 벤더등록 담당부서

담당자

Mr. John Addeh

부서명

Public Affairs

전 화

234-84-236310-23

팩 스

234-1-2623744

E-mail

ep-ng-hrc.corpcom@total.com

홈페이지

www.to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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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 NIGERIA LIMITED
회사 개요
주 소

2, Chevron Drive, Lekki Peninsula, Lagos

대표자

Mr. Akin Odumbambo

매출액

US$ 205백만(2006)

종업원 수

20,000명

정부지분

정부: 60%, 민간: 40%

주요 기능/활동

원유 및 가스 탐사/시추, 천연가스 정제, 파이프
라인 건설, 전력 및 광산업
구매 및 벤더등록 담당부서

담당자

Mr. Fred Nelson

부서명

Public Affairs

전 화

234-1-2600600

팩 스

234-1-2600395

E-mail

N/A

홈페이지

www.chev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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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RIAN AGIP OIL COMPANY LIMITED
회사 개요

주 소

Plot PC 23, Engineering Close, off Idowu Taylor
St, Victoria Island, Lagos

대표자

Dr. F. A. Anju

매출액

US$ 115백만(2006)

종업원 수

20,000

정부지분

정부: 40%, 민간: 60%

주요 기능/활동

원유 및 가스 탐사/시추, LNG 및 석유제품 생산
구매 및 벤더등록 담당부서

담당자

Dr. Fidelis Anju/General Manager

부서명

Public Affairs

전 화

234-1-2600100-9, 2621600-9

팩 스

234-1-2622241

E-mail

N/A

홈페이지

www.en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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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산업

MTN NIGERIA COMMUNICATIONS LIMITED
주소

Churchgate Towers(5th -8th Floors) Plot PC.30,
Afribank
Street, 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8039005043

팩스

234-8039029611

홈페이지

www.mtnonline.com

E - mail

info@mtnnigeria.net

가입자

약 20 million

CELTEL NIGERIA LIMITED
주소

Plot 1678, Olakunle Bakare Close, Off Sanusi Fafunwa
Street, 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8021901120, 234-1-4613880, 2610126-8(3lines)

팩스

234-1-3200477

홈페이지

www.ng.celtel.com

E - mail

Info@ng.celtel.com

가입자

약 1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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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com Limited(glo)
주소

Mike Adenuga Towers, 1, Mike Adenuga Close, Off Adeola
Odeku Street, 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1-9031000-29(30 lines)

팩스

234-1-8059045005

홈페이지

www.gloworld.com

E - mail

mktcomm@gloworld.com

가입자

약 12 million

Starcomms Limited
주소

Plot 1261C, Bishop Kale Close, Off Saka Tinubu Street,
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1-8041234

팩스

234-1-8179607

홈페이지

www.starcomms.com

E - mail

customerservice@starcomms.com

가입자

약 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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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inks Telecommunications
주소

231, Adeola Odeku Street,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1-7940000, 2624430-3(4 lines)

팩스

234-1-2622452

홈페이지

www.multi-links.com

E - mail

ccu@multi-links.com

가입자

약 260,000

Intercellular Nigeria Plc
주소

UBA House(Ground & fifth floor), 57, Marina, Lagos
Island.

전화

234-1-4703010-3(4lines)

팩스

234-1-2643013

홈페이지

www.intercellular-ng.com

E-mail

hq@intercellular.com

가입자

350,000

Mobile Telecommunications Limited (M-Tel Nigeria)
주소

3, Mtel Corporate Head quarters, Wuse II, Abuja.

전화

234-8044190816, 08044190817

팩스

234-8044190818

홈페이지

www.mtelnigeria.com

E - mail

info@mtelnigeria.com

가입자

3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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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산업

A.G FERRECO COMPANY LTD
전화

(062)232676, 231812

팩스

(062)234760

홈페이지

N/A

E-mail

agferrero@hotmail.com

ADBAAF NIGERIA LTD
전화

(080)38507869, 32461906

팩스

N/A

홈페이지

N/A

E-mail

adbaafnigltd@yahoo.com

ADMIRAL ENVIROMENTAL CARE LTD
전화

(062)211882, 211884 (080)39600240

팩스

(062)211883

홈페이지

www.admiralcare.org

E-mail

admiralenviromentalcar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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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FO ENGINEERING LTD
전화

01)4730497, 4358424, 4352763,
(080)23130880, 28283971, 32155492

팩스

(01)3450471

홈페이지

N/A

E-mail

amafoengineering@yahoo.com

ACHARRIS ENGINEERING CONSTRUCTION COMPANY LTD
전화
팩스

(01)5550844, 8502185,
(080)33079552, 27567822
(01)5550844

홈페이지

N/A

E-mail

N/A

ARFO CONSTRUCTION COMPANY BNIGERIA LTD
전화

(09)2341007, 2340226

팩스

(09)2348747

홈페이지

www.arfoconstruction.com

E-mail

arfo@hyperia.com

ARON NIGERIA LTD
전화

(080)3310608, 37189866, 33072063

팩스

N/A

홈페이지

www.aronigeria.com

E-mail

aronigeria@yaho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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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CEILING LTD
전화
팩스
홈페이지
E-mail

(01)4526623, 7745116, 4524109,
(080)33028036
(01)4526315
N/A

asaceilings@justice.com, asaceilings@yahoo.com,
dsthitek@yahoo.com

ASI BUILDING SYSTEMS LTD
전화

(01)4617294, (080)52222678, 27739110

팩스

(01)4617294

홈페이지

N/A

E-mail

absl@hyperia.com, abs@cyberspace.net.ng

ASI BUILDING SYSTEMS LTD
전화

(01)4520659, (080)23260079, 561770747

팩스

N/A

홈페이지

N/A

E-mail

asmdnigeria@yahoo.com

BEAMCO NIGERIA LTD
전화

(010)5450001, 5450000, 5451016, 7763494

팩스

(01)5450000

홈페이지
E-mail

beamcola@linkserve.com.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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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CY GROUP OF COMPANIES
전화
팩스

(01)7746755, 29011110, 4749949,
(080)34084167, 231000222

N/A

홈페이지

www.betcygroup.com

E-mail

info@betcygroup .com, betcylagos2006@yahoo.com

BIE-USHA (WEST AFRICA) LTD
전화

(084)236749, 333254, (080)33397924

팩스

N/A

홈페이지

www.bie-Musha.com

E-mail

bie_usha@hotmail.com

BIMKOL NIGERIA LTD
전화

(084)234556, 238339

팩스

(084)234556

홈페이지

N/A

E-mail

bimkol1983@yahoo.com

BRICKHOUSE CONSTRUCTION COMPANY LTD
전화

(01)4938294, 4936940, 4961881, 4703151

팩스

(01)4938294

홈페이지
E-mail

brickhse@mwebafrica.com, brickhouse@brickhous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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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DOR & COMPANY PLC
전화

(084)234053, 236972

팩스

(084)239925

홈페이지

N/A

E-mail

info@bussdor.com

CACHEZ GROUP
전화

(09)4134450, 4138992-3(2Lines)

팩스

(09)4134451

홈페이지
E-mail

cachezturnkeyprojects@yahoo.com

CAT CONSTRUCTION GROUP LTD
전화

(01)7732851

팩스

(01)2621191

홈페이지

www.catconstruction-ng.com

E-mail

E-mail info@catocnstruction-ng.com

CCC CONSTRUCTION NIGERIA LTD
전화

(09)4132195, 4132613

팩스

(09)4132196

홈페이지

N/A

E-mail

ccng@microacc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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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VET
전화

(01)7741419, 4966233, 7905554,
(080)37771777, 37772777, 32066007

팩스

(01)49662333

홈페이지

N/A

E-mail

chavet@hyperia.com

CHASTE PROJECT GROUPE
전화

(01)8934702, 4967032, (080)55012324

팩스

(01)4967032

홈페이지

www.chasteprojectgroup.com

E-mail

admin@chasteprojectgroupe.com

CIKA GROUP OF COMPANIES
전화

(042)308609, 307518, 555236, (080)32657116

팩스

(042)308009

홈페이지

N/A

E-mail

chaikagroup@yahoo.com

COMPLETE PROJECTS ENGINEERING CONSORTIUM LTD
전화

(01)8971128, (080)33203501, 56180681

팩스
홈페이지
E-mail

cpecon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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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ENGINEERING NIGERIA LTD
전화

(09)2345805, 2345733,
(080)33141098,44184354, 55234204

팩스

(09)2346452

홈페이지
E-mail

conengineering2003@yahoo.com

CORNERSTONE CONSTRUCTION NIGERIA LTD
전화

(01)4704110,8976940

팩스

www.cornerstoneconstruction.com.ng

홈페이지

info@cornerstoneconstruction.com.ng

DEMECH ENGINEERING LTD
전화

(01)2710199, 8044932, (080)33032500

팩스

(01)2710199, 8044932

홈페이지
E-mail

DEZACHI CONSTRUCTION COMPANY LTD
전화

(01)4701842, (080)33259835

홈페이지
E-mail

dezachi@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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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ETANOS CONSTRUCTION NIGERIA LTD
전화

(01)4618294,

팩스

(01)4618294

홈페이지

N/A

E-mail

absi@hyperia.com

DYS TROCCA VALSESIA & COMPANY LTD
전화

(01)5872174, 7732198

팩스

(01)5870886, 5876891

홈페이지

N/A

E-mail

dtv@dtvng.com

EAGLE CONSTRUCTION L
전화

(073)465565, 464119

팩스

(073)465565

홈페이지

N/A

E-mail

alexm@infoweb.abs.net

ECO-BUILDING SYSTEMS NIGERIA LTD
전화

(01)2706571, 2706573, 2711847-8(2 lines)

팩스

(010)2706571

홈페이지

www.ecobuildingnigeria.com

E-mail

info@ecobuildingnig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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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산업

1) Electric power products manufacturing companies
ADDIS ENGINEERING LTD
TEL

(01)7910330, 4527483, 4523397,
(080)42134681, 60313400

FAX

N/A

홈페이지

N/A

E-mail

sddis@hyperia.com

HONDA MANUFACTURING NIGERIA LTD
TEL

(039)722431-3 (3LINES), (01)7614923

FAX

(039)722431-2 (2LINES)

홈페이지

N/A

E-mail

hondamfg@hyp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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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ic power products manufacturing companies

BESTLINE NIGERIA LTD
TEL

(01)7741305, 7733576, 7761875

FAX

(01)5451368

홈페이지

N/A

E-mail

bestline_mike@yahoo.com

RAYBROS ENTERPRISES NIGERIA LTD
TEL

(01)3456063, 2813023, 8963210, 2814320,
7200854

FAX

(01)3456063

홈페이지

www.raybrosenterprises.com

E-mail

raybros2005@yahoo.com, recoray@linkserve.com

TONILLA NIGERIA LTD
TEL

(01)5852051, 7926308, 7740120, 7757600

FAX

(01)5851016

홈페이지

www.simbagroup.net

E-mail

wandel@simba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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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ectrical engineering services

AIRFLOW ENGINEERING WORKS LTD
TEL

(01)8935020, 7745171, 7741497, 7929763

FAX

(01)7741479, 4930634

홈페이지

www.airflowng.com

E-mail

7929763@multilinks.com

AKOWHO SERVICES LTD
TEL

(053)253633, 251074,
(080)55940705, 35451440, 37543381, 33609890

FAX

(053)251074

홈페이지

N/A

E-mail

akowhos@yahoo.com

AMAFO ENGINEERING LTD
TEL

(01)4730497, 435842, 4352763,
(080)23130880, 28283971, 32155492

FAX

(01)3450471

홈페이지

N/A

E-mail

amafoengineeri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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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ON NIGERIA LTD
TEL

(01)2710907

FAX

(01)2710908

홈페이지

www.alson.com

E-mail

oye.eribake@crn.alstom.com

ARCHARRIS ENGINEERING CONSTRUCTION COMPANY LTD
TEL

(01)550844, 8502185, (080)33079552, 27567822

FAX

(010)5550844

홈페이지

N/A

E-mail

aibtonia@yahoo.com

ASCENT LTD
TEL

(01)7746364, 7936427, (080)33105806

FAX

(01)7746364, 7737660

홈페이지

N/A

E-mail

ascent@infoweb.com, ascent@mynetcomng.com

ASK ELECTRICALS LTD
TEL

(01)7946927, 8751183(080) 33068989

FAX

N/A

홈페이지

N/A

E-mail

askelctricalltd@yahoo.com, fredodekh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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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 VENTURES LTD
TEL

(080)62674999

FAX

N/A

홈페이지

N/A

E-mail

bvlbola2k2@yahoo.co.uk

BETCY GROUP OF COMPANIES
TEL

(01)7746755, 2901110, 4749949, (080)34084167

FAX

N/A

홈페이지

www.betcygroup.com

E-mail

info@betcygroup.com, betcylagos2006@yahoo.com

BOLAMARK ENGINEERING LTD
TEL

(01)5850087, 5831806, 5850624, 4702541,
4379385

FAX

(01)5831130

홈페이지

N/A

E-mail

bolamarkk@yahoo.com

BRISCOEFORD NIGERIA LTD
TEL

(01)7924798

FAX

(01)4524519

홈페이지

N/A

E-mail

briscoefo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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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CONSTRUCTION NIGERIA LTD
TEL

(09)4132195, 4132613

FAX

(09)4132196

홈페이지

N/A

E-mail

ccng@microaccess.com

CEM NIGERIA LTD
TEL

(064)638238, 638235, (080)23277777, 34500007

FAX

(064)6382238

홈페이지

N/A

E-mail

cemnigltd@yahoo.com

CON ENGINEERING LTD
TEL

(09)2345805, 2345733,
(080)33141098, 44184354, 55234202

FAX

(09)2346452

홈페이지

N/A

E-mail

conengineering2003@yahoo.com

DANBRITE COMPANY NIGERIA LTD
TEL

( 01)4705058, (080)23161892

FAX

(01)7912165

홈페이지

N/A

E-mail

danbriteequip@yaho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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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X INTERNATIONAL LTD
TEL

(234-1)8128150, 7906206,
(080)33002543, 33091999, 37221774

FAX

(234-1)8511206, 4523285

홈페이지

www.domaxinternational.com

E-mail

ddomaxinternational@yahoo.com
domax@infoweb.abs.net

DRAKE & SKULL LTD
TEL

(062)241412, 247831

FAX

(062)241412

홈페이지

N/A

ELEKTRINT NIGERIA LTD
TEL

(01)7741582, 7742297, 7745990

FAX

(01)7742297

E-mail

elektrintlagos@elektrint.com,
elektrintlagos@yahoo.co.uk

ELGAR NIGERIA LTD
TEL
FAX
홈페이지
E-mail

(01)2902643, 2704712, 4770889,
(080)33036957, 60135224, 75957515
(234-1)2704712

www.elgarnig.com
bakolao@elgarsolutions.com, info@elgarnig.com,
elgar@multilin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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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 TIMEX LTD
TEL

(01)2691005, 2691898, (080)33249220

홈페이지

N/A

ENGINEERING AND TECHNICAL COMPANY LTD (ETCO)
TEL

(01)5804070-9(10LINES)

FAX

(01)5877826, 5450013

홈페이지

N/A

E-mail

etco_office@etco-nigeria.com

FUSELINE NIGERIA LTD
TEL

(01)8045296, 4732337, 2557177

FAX

(01)3453459, 2557177

홈페이지

N/A

E-mail

fuselinenl@yahoo.com

GAMA ENGINEERING LTD
TEL

(01)2693387,

FAX

(01)2695455

홈페이지

N/A

E-mail

info@gamalt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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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SCHRODER (WEST AFRICA) LTD
TEL

(01) 7741658, 7744429

FAX

(01) 2880764

홈페이지

hfschroeder.com

E-mail

info@hfschroeder.com,

mrhfschroeder@yahoo.com

HAKMAN ENGINEERING LTD
TEL

(01)8973564, 8746277, 4825703, 435195
(080)33005442

FAX

N/A

홈페이지

www.hakman-engineering.com

E-mail

imnfo@hakman-engineering.com

INCOMETEL NIGERIA LTD
TEL

(042)306943, (080)33244957

FAX

(042)257991

홈페이지

N/A

E-mail

incometelng@yahoo.co.uk

JAGAL NIGERIA LTD
TEL

(01)4973390-7(8LINES)

FAX

(01)4970090

홈페이지

www.jagal.com

E-mail

enquiry@ja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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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N LTD
TEL

(01)4525931, 4526090

FAX

(01)4526090

홈페이지

N/A

E-mail

jkn@linkserve.com

MOGABS NIGERIA LTD
TEL

(09)3141431, 3141432,
(080)23567914, 33145282

FAX

(09)3141430

홈페이지

N/A

E-mail

mogabscontractors@yahoo.com

MOTHERCAT LTD
TEL

(062)314056-9(4LINES)

FAX

(062)318383

홈페이지

N/A

E-mail

mcat@inet-global.com, mcat@hyp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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