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주간 경제동향 (3월 4주)
-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

1. 중앙은행, 향후 2주간 환전 중단

3. 국경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허가
ㅇ 연방정부는 2019.11월 이후 휘발유 판매가 금지된 국경 20km 이내 주유소
(66개)에 대하여 해당지역내 휘발유 공급을 위해 3.18(수) 판매를 재승인
- 주재국 연방정부는 2019.11월 휘발유 밀수 예방 등을 위해 국경

ㅇ 주재국 중앙은행(CBN)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오늘(3.27)
부터 2주간 환전소(Bureau De Change, BDC) 운영자들의 활동을 중단
- 이는 주재국 환전소 협회가 CBN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협회
회원들의 휴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임

20Km 이내 모든 주유소에 대하여 휘발유 판매를 금지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600 나이라/리터까지 상승
ㅇ 한편, 주재국 수도 Abuja의 많은 주유소들이 지난 주 정부에서 인하
(145 나이라/리터 → 125 나이라/리터)한 휘발유 고시가격을 아직 미준수
【출처 : Punch(3.23)】

- BDC는 CBN이 충분한 외환을 보유 중이므로 BDC가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사재기를 하거나 거리 환전상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

4. 세계은행, G20 채권국들에게 최빈국들의 채무상환 유예 요청

【출처 : Thisday(3.27)】

ㅇ 세계은행(WB) David Malpass 총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영국 등 G20 회원국들이 최빈국들의

2. 중앙은행(CBN), 기준금리(13.5%) 동결

채무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
ㅇ 중앙은행(CBN) Godwin Emefiele 총재는 이틀간의 금융통화위원회(MPC)
이후, 지난 주 발표한 코로나19 대책들이 경제에 잘 적용되도록 모든
통화정책 수단들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기준금리(MPR, Monetary Policy Rate) 13.5%, △현금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 27.5%,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 30%로 유지

ㅇ 한편, 주재국 부채관리청(DMO) 자료에 따르면, 주재국에 대한 모든 양자
대출의 80%를 중국 대출이 차지
- 중국은 철도, 발전소, 공항 등 주재국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출을 제공
하고, 거대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
【출처 : Thisday(3.25)】

ㅇ 동인은 긴축정책은 인플레 상승 추세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통화 공급
축소 및 부채관리청의 대출 창출능력 제한으로 인한 대출비용 증가를

5. Stallion 자동차, 현대 코나 전기자동차 출시 계획

초래하고 생산량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총수요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

ㅇ 현대 등 9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주재국 조립판매업체인 Stallion

- 반면에 지금 필요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약화된 총공급과
총수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강조
【출처 : Thisday(3.25)】

자동차의 최고경영자인 Anant Badjatya는 2020년 중 현대 코나 전기
자동차를 주재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임을 시사
- 주재국의 인프라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금년 계획 중 하나는
전기자동차를 주재국에 출시하는 것이며, 조만간 현대와 함께 깨끗한
환경을 위한 태도 변화 캠페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

ㅇ 현대 코나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82㎞, 0-100Km/h 가속도
9.7초로서, 배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9.35시간 만에 완전 충전 가능
하며, 배터리 및 차량 보증기간은 5년 제공
【출처 : Thisday(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