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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톨스토이와
차이콥스키의나라를찾은외국인들에게
‘불법자가용택시’는악몽이었다. 자신
의승용차로승객을태우고요금도승객
과흥정을통해결정하는불법택시다. 물
정모르고공항등에서불법택시를탔다
가정상운임의5~10배를내는경우가수
도없이많았다. 2011년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모스크바무역
관보고서엔“불법택시가(전체의) 80~
90％”라며“바가지요금을주의하라”는
내용이담기기도했다. 불법택시가버젓
이 업을하니합법적인택시들도덩달
아바가지요금에가담했다.
최근들어이런악몽이러시아전역에

서사라지고있다. 러시아최대IT 기업인
얀덱스(Yandex)의호출서비스‘얀덱스
택시’<사진> 때문이다. 전용스마트폰앱

으로출발지와도착지를입력하면‘적정
가격’이표시되고, 주변택시를찾아예
약하는방식이다. 일종의정찰제택시서
비스다. 한국의‘카카오택시’와비슷하
지만, 출발전에가격이미리확정돼중간
에길이막히거나길을돌아가도요금이
달라지지않는다. 공항이나기차역주변
에선이앱을사용하는젊은이들을흔히
볼수있다. 러시아택시업계에선“불법
택시 업시장이전체의15％미만으로
줄었다”는말이나오고있다.
택시비도저렴하다. 기자가최근모스

크바시내에서약 13㎞ 거리를얀덱스
택시로갔는데앱에찍힌요금은336루
블(약 6300원)이었다. 서울광화문~양

재역거리와비슷한데, 한국에선예상
요금이1만3000원이상이다. 한국의반
값이다. 모스크바타임스는“택시앱서
비스등장으로모스크바택시비가급락
했다”고분석했다.
러시아의불법택시 업은구소련붕

괴직후인 1990년대급증했다. 갑작스
러운시장경제도입으로직장을잃은가
장(家長)들이개인차량으로불법 업
을했다. 모스크바지역에서공식허가
를받은택시는수천대에불과한데, 불
법택시는4만대에달했다. 2000년에집
권한뒤무소불위의권력으로‘21세기
차르’로불리는푸틴대통령도이문제
를해결하지못했다. 
변화는스마트폰의대중화와IT 스타

트업의등장과함께시작됐다. ‘러시아
의구 ’로불리는기업얀덱스가2011
년‘얀덱스택시’라는서비스를시작했
다. 얀덱스는 1997년 러시아프로그래
머아르카지볼로즈가설립한검색엔진
으로러시아내검색포털점유율1위이
다. 얀덱스는택시호출서비스이외에
도‘얀덱스드라이브(차량공유)’‘얀덱

스예다(음식배달)’‘얀덱스맵(지도)’
등으로사업을확장했다. 얀덱스가압도
적인자본과기술력을바탕으로택시호
출서비스를출범시키자소비자들이당
장반응하기시작했다. 2017년에는‘우
버러시아’를합병, 업망을대폭확장
했다. 러시아언론보도에따르면얀덱
스택시는현재러시아전역과근처벨
라루스등구(舊)소련국가의 300여도
시에서 70만대의택시를운 중이다.
명실공히러시아의‘국민택시서비스’
가됐다.
반발도있다. 2018년엔택시호출서

비스에불만을품은사람이‘흡혈귀’라
고비난하며얀덱스건물에연막탄을던
지는일도발생했다. 또일부얀덱스택
시기사들은“본사가수수료를너무많
이떼한달열심히일해도손에남는건
5만루블(약93만원)”이라며“이돈으론
월세도내기힘들다”고했다. 하지만대
다수시민이이서비스를지지하는한,
러시아에서얀덱스택시는한국처럼일
부세력이반대한다고해서없어지는일
은없을것같다.

궨21세기차르궩도못했는데…이앱하나가모스크바택시의바가지요금을잡다

로컬라이프

권순완
모스크바특파원

‘달걀을한바구니에담지말라’는노벨
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토빈(Tobin)의
말로유명하다. 투자를분산하고다변화
해야리스크(위험)를줄일수있다는얘기
를새삼떠올리는이유는‘차이나리스크’
급증때문이다. 우한폐렴으로불거진중
국변수가국제경제와정치질서의최대
아킬레스건으로부상하고있다.
경기회복의훈풍으로시작한 2020년

세계경제는한순간초대형돌풍을만났
다. 사망자가 2003년 사스를넘어악화
일로에있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사태
는인명피해와경제적파장을넘어중국
통치체제까지흔들면서G2(미₩중)가벌
이는 로벌패권다툼의‘게임체인저’
(판도를바꾸는요인)가될수있다는분
석이나온다. 최근경제전문지이코노미
스트가‘역병의정치학’제하의특집기
사로1986년체르노빌대참사당시소련
정부의늑장대응과위기관리실패가 5
년후소련의공산체제붕괴와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해체의전조 다는
역사를재조명할정도다.

우한사태로빚어진주식시장공포로
지난주 2월 3일상하이지수가 8% 폭락
해시가총액500조원이날아가면서중국

발블랙먼데이를기록했다. 다행히중국
당국의긴급자금200조원수혈, 풍부한
로벌유동성, 그리고미국시장의강한

반등에힘입어투자심리는일단진정되
는모습이다. 다만위안화약세여파로
위안화와동조화가심한‘위안화블록’
의원화는동반약세와큰변동성을보인
다. 문제는금융시장불안보다치명적인
실물경제피해다. 
중국의올1분기성장률이전년동기6%

에서2%대까지폭락할가능성이제기되
고국제신용평가사S&P 등은올해중국
성장률의4%대추락을경고하고있다. 중
국경제비관론은과거와다른구조적취
약성과경기하향추세에근거한다. 2003
년사스전후중국은초호황기로2003년
10%, 2007년무려14% 성장을기록한경

기확장기 지만지금은구조적장기침체
를우려하는경기위축기다. 활력이넘칠
때는내외부충격흡수여력이컸지만과
중한국가부채와금융부실등구조적문
제로경제체력과체질이나빠진오늘날
쇼크를감내하기가그만큼어렵다. 물가
상승과성장정체가겹치는스태그플레이
션조짐으로정책수단이더욱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종코로나의전세계파급효과또한

과거보다클것으로보인다. 2003년세계

6위 던중국경제규모가 2위로, 세계
GDP 비율은16%(2019년기준)로4배뛰
었다. 세계1위해외관광지출국가인중
국은세계최대수출국이자세계 2위수
입국으로국제무역에막대한 향을미친
다. 우한(武漢) 일대는교통과산업요충
지로포천 500대기업절반의생산설비
가모여있는제조업허브다. 신종코로나
는 로벌생산공급망을마비시켜자동
차, 전자를포함한핵심산업에치명타를
주고소비₩투자냉각으로악순환을키운

다. 지난해 3%를기록한세계성장률은
2.5%대하락이점쳐지고있다. 

현사태수습이늦어지면중국정치시
스템과리더십위기로번질소지가크다.
정보₩언론통제와초기대응실패에따른
국민불신과민심이반으로정치적불안
이고조되고있다. 지난해홍콩반정부시
위확산과대만독립파차이잉원총통압
승에이어우한사태로시진핑주석의통
치체제와위기관리능력이시험대에올
랐다. G2 위상이흔들리면중국몽(中國
夢), 일대일로등핵심전략도좌초위기
를피하기어렵다. 반면에역대최장기호
황의탄탄한경제와강세장을이어가는

주식시장에다탄핵부담까지벗은트럼프
미국대통령의정치적입지는재선청신
호로더욱공고해지는모양새다. 
한국은우한바이러스당사자인중국

외의최대피해국으로꼽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 GDP 성장률이 1%
포인트하락하면한국은 0.35%포인트
하락해주요24국가운데낙폭이가장클
것으로추정하고있다. 악재가겹쳐역성
장이우려되는홍콩보다도충격이더크
리라는예상이어서, 향이미미한미국
₩인도등과대조를이룬다. 정부의금년
도성장전망치 2.4% 달성은물건너가
고있고사태추이에따라 2% 지키기도
만만치않다. 경제분석기관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
를이미2.0%로낮췄다.
‘2S’라는위기대응기본원칙이있다.
신속하고(speedy) 충분하게(sufficient)
대처하라는뜻인데금융위기뿐아니라
전염병대책등모든위기관리, 특히초
동대처에적용될지침이다. ‘선제적이
고과감한대응’이핵심이다. 중국과함
께한국도초기대응이부실했다는지적
이나오고미국과일본은물론베트남이
나필리핀보다낮은수준의중국인입국
제한조치를뒤늦게내리면서자국민의
생명과안전보다중국눈치를살핀다는
비판을받는다.
앞서언급한토빈교수의충고는경제

든외교든과도한집중을피하는것이최
선의위험관리라는의미다. 현 정부의
‘중국올인’에대한위험경고이자중국
의존도를낮춰국가리스크를줄이라는
메시지다. 비상사태를맞아경제정책기
조대전환과함께국가의대외전략리셋
이시급하다.

한국경제최대피해우려‐중국눈치만
봤다간큰낭패볼수있어

과거와다른중국경제비관론‐구조적
취약성₩경기하향추세에근거

궨역병의정치학궩…세계패권경쟁에뜻밖의 궨게임체인저궩

전광우의세계경제읽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前금융위원장

중국우한에서넘쳐나는환자를수용
하기위한응급병원2개를지었는데그
작명을주역의괘(卦)에서따왔다는점
이흥미롭다. 화신산(火神山) 병원과뇌
신산(걳神山) 병원이라는두개의이름
이그것이다. 화와뇌는주역의21번째
괘인화뢰서합(火걳쫉펶) 괘에나오는
내용이다. 서(쫉)는깨문다는뜻이고, 합
(펶)은합한다는의미이다. 여기에서화
(火)는번개이고뇌(걳)는우레다. 괘의
전체뜻을풀어보면번개와우레가전염
병을씹어서깨물어주기를바란다는뜻
이다.
공산주의유물론적세계관은하부구

조가상부구조를결정한다는관점이다.
그런데주역은반대다. 상부구조가하부
구조를결정한다는주술적의미도내포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역의괘는상부
구조에해당한다. 괘에는하늘의뜻이나
타난다고본다. 기독교의‘주기도문’에
도보면‘하늘에서이루어진일이땅에
서도이루어지리라’는내용이나온다.
하늘에서어떤일이이루어졌는가를어
떻게알수있나? 주역은64괘가각각그
하늘의뜻을반 한다고보는세계관이
깔려있다. 주역은동양의5천년역사를
지닌신탁서(神託書)인셈이다. 따라서
어떤괘를먼저뽑으면그괘에함축된

하늘의메시지가다음에일어날현실세
계사건의양태를미리규정한다고생각
한다. 공산주의는원리적인측면에서주
역과는궁합이맞지않는다. 그런데도주
역의괘이름을따서병원이름을지었
다는것은그만큼상황이다급했다는의
미로풀이된다. 발등에불이떨어져서다
급해지면미신이고주술이고간에의지
하고보는것이인간심리인가보다.
현재의상황은그동안수직상승을하

던중국의운세가한풀꺾이는시점으로
보인다. 그만큼중국의명운이걸린상
황인것이다. 이아슬아슬한변곡점에서
21번째화뢰서합괘를선택했다는것은

정치적이다. 중국시진핑정권이총력투
쟁하겠다는의지가반 되어있다. 왜
냐하면이괘의점사(占辭)에는‘이용
옥(利用獄)’이라는뜻이들어가있다.
‘감옥을쓰는것이이롭다’라는말이다.
공산당에서이괘를지정한이유는바로
감옥에있다. 시진핑에게대항하는반대
파는모두감옥에집어넣을각오를하고
있다는메시지를드러낸것이다. 내가이
상황에서괘를뽑는다면28번째‘택풍
대과(澤風大過)’괘를뽑겠다. 독립불
구(獨立不懼₩홀로있어도두렵지않고),
둔세무민(遯世無悶₩세상과고립되어도
걱정하지않는다)이그점사이다.

조용헌살롱 [1231]

전염병, 주역그리고감옥

<푸틴대통령의별명>

中1분기성장률작년6%긤올해2% 전망, 올한해4%대추락경고
G2 위상흔들, 중국몽₩일대일로좌초…美와패권경쟁완패가능성
1986년체르노빌대참사, 5년후소련공산체제붕괴전조
韓경제2% 성장쉽지않아, 궨중국올인궩 전략시급히수정해야

대보름부럼보관할때는리빙포인트
danmee.chosun.com/livingpoint

정월대보름에먹고남은땅콩₩호두등견
과류는지퍼백에넣어냉장보관해야한다.
실온에두면빛₩열₩습기에산패되면서암
을유발하는아플라톡신이생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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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생활

전국미세먼지 궨나쁨궩
TV조선날씨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