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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

레르만돕스키 프로스펙트 6

러시아에도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따스해진 봄볕이 독자 여러분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가운데 이
번 LPL-RusKorea는 이러한 욕구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베리아 횡단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해 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열차에 몸을 맡기는 상상은 어
떨까요?
- 편집장 이건휘 syutang81@gmail.com

예약전화: +7-911-998-9996 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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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근 주요 뉴스
저가 항공사 이지젯
상트페테르부르크-맨체스터 노선 취항
런던-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도 계획 중

러시아 갑부 딸,
그리스
선박왕으로부터
섬 구매
- 오나시스 후손으로부터
인수한 회사 자산에 포함

매출+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2013년 vol.11
잡지 광고주 모집

모스크바에서 7인제 럭비 월드컵 개최
- 6월 28일부터 3일간 루즈니키
스타디온에서

5월 9일 제 68회 러시아 연방 승전기념일
- 스킨헤드를 비롯한 극우민족주의자들 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 만화 전시회 열려

4월 23일부터 대한항공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주 3회(화,목,토)
직항노선 재개

- 수퍼맨, 배트맨 등
다양한 만화 포스터 전시

모스크바 디나모 2012-13 시즌
КХЛ 우승
유리 가가린 컵
들어올려

가스프롬과
쉘 극지방
석유개발에 합의
-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회사 출범 예정

러시아 모스크바에
국제 우편 500톤 쌓여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창립 90주년 맞아
- 1923년 도브로렛으로 출범

- 세관 직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

루빈 카잔, 첼시에 패해
유로파 리그 탈락
- 홈에서 승리했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잡지 광고 왜 좋죠?

1
2
3

	상품 및 브랜드에 맞춘 광고를
직접 제작하기에 광고 효과 상승
잡지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브랜드 노출 극대화
러시아 및 한국에 있는 러시아 관련 소비자들을
타겟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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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들에게 가장 편한 안식처
게스트하우스 엄마네!
현대자동차 출퇴근 15분거리
엄마네 민박 http://spbmamena.com
대형마트, 헬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공원, 은행 등 편의시설5분 거리에 위치함
엄마의 정성이 담긴 한식제공
무선인터넷.세탁,070인터넷폰, 거주지등록대행

부동산 계약시 Tip

주소 프리모르스끼 프로스펙트 137번지
전화 070-8688-0745, +7-911-929-0721, +7-921-442-4987
E-mail spbmamena@hanmail.net

현대자동차 방향

사부쉬키나 거리/st.Savushkina/ул.Савушкина
까루셀 (2F 헬스클럽)

ATLANTIC CITY
(종합상가)

300년 공원

PITERLAND

엄마네 민박

(수영장,사우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12년 8월 15일 날짜로 부동산 가격이 인상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프라가 좋아짐에 따라 갑자기 모여드는 인구, 그에 따른 아파트 수요의
증가로 일어 나게 된 현상입니다. 러시아 평균 임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집값으로
(러시아 평균임금: 28,000루블 (한화: 약 100만원), 아파트 시세 8,571,400루블
(한화: 약 300,000,000원) 대부분 일반 직장인은 자기 집이 아닌 월세 임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수요가 많아진 탓에 임대차 집을 보러 가셨을 때 3~7팀 정도가 동시에
마주치는 일도 다반사.
계약서는 각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약속
그 동안 외국땅에서 집 구하시느라 집주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힘드신 적 많으셨죠?
집 보느라 많은 시간을 뺏기셨지요? 이제 앉은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세요!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입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책임감과 성실함을 약속 드립니다.
2 최고의 집을 보장합니다.
3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화문의 8-921-786-7938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 주) 전 지역의 풍부한 리스트! 새집 분양 문의 환영
리스팅 무료로 감정해 드립니다.
아파트, 새집 분양, 매매, 상가 및 상업용 오피스
www.ruskorea.com 에서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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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예약을 할 때는 원하는 방의 수, 지역, 가격대, 본인 직업, 거주 예정 가족 구성원 수 및 나이, 내부 인테
리어, 가구 여부, 입주 예정일을 준비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집을 볼 수 있습니다.
3) 집을 보실 때는 꼭 집안에 개별 보일러 설치 여부, 물 수압, 제일 위층일 경우는 겨울에 누수의 위험이 있으니
꼭 집주인에게 확인 하시고 계약서 쓰실 때 만약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샐 경우 집 수리 하는 기간에 호텔 & 집을 빼
겠다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물세, 관리비, 인터넷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집 주인이 친절한지 불
친절 한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나치게 꼼꼼해서 집에 자주 와서 검사하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러시아는 계약 시 임대료 100% 중계수수료 100% 보증금 100%(두 달에 걸처 50%씩 내기도 함)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을 빼실 경우 꼭 2주 전에 집
주인이 와서 파손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겠다는 부분을 체크해서 빼기 전날 까지 수리를 하겠다고 명시해 주시
고, 입주 전에 집주인과 함께 아파트 내부 사진을 찍어 집주인과 계약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파손에 대한 손
해 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집은 항상 편안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집을 말씀해 주시면 안락하고 좋은 집을 구해드립니다.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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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L 건강식품
차가버섯이란?

Домовой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유럽 등 북위 45도 이상 지방의 살아있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양용버섯입니다.
차가버섯 포자가 바람을 타고 전파하여 살아 있는 자작나무 껍질의
상처에 붙어 착생한 뒤 나무 내부에 뿌리를 내려 자작나무의 수액과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영양성분을 흡수하여 자랍니다.
차가의 어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케메로보 주의 원주민 중 쇼르츠라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차가는 ‘자
작나무의 혹’이라는 뜻입니다. 궁핍한 시절의 차가버섯은 쇼르츠 민족의 주식 이었다고 합니다.
차가의 효능 베타글루칸이란 물질은 면역증강 작용 기능이 있으며 플
라보노이드 물질은 활성산소제거와 항암작용, 고혈압의 개선과 항
바이러스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가버섯은 다른 상황버섯보다 함유량이 월등히 높고 면역작용이
뛰어나기에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차가 버섯 덩어리 복용방법
1 차가버섯 100g을 깨끗한 물에 깨끗이 닦습니다.
2 생수 2리터 정도를 끓인 후, 65~75온도 정도로 식을 때 차가 버섯
을 이틀 정도 담가둔 후 그 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3 같은 방법으로 2번 더 달여 드셔도 좋으며, 1일 4회 식전에 음용합
니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잣의 효능 잣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다. 효능은 심장(心臟)과
간장(肝臟), 신장(腎臟)의 경락(經
絡)에 작용해 진액(津液)을 생기
게 한다. 풍(風)을 가라앉히며 폐(肺)를 튼튼하게 하고, 양기(陽氣)를 돋
우며 오장(五臟)을 이롭게 하고, 기운을 생기게 하며 비위(脾胃)를 따
뜻하게해 소화기능을 돕는다. 장(腸)을 부드럽게 해주며, 눈과 귀를 밝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효
능이 있다. 잣은 마른기침, 천식(喘息), 입으로 피를 토하는 토혈(吐血), 코피, 변비, 식욕부진, 저린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전신의 통증, 관절통, 허리가 아픈 증상,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해준다. 또 중풍예방 및 허약체질 개선과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차가버섯

8

LPL RUSKOREA

LPL–RUSKOREA에서만 구입
할수 있는 좋은 한약재, 1등급
녹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녹용의 효능 어린이 성장발육촉
진, 감기예방 면역력 증강, 수험생 집중력 향상, 뇌세포 활성화 촉진,
간기능 개선 및 피로회복, 운동능력 향상 및 체력증강, 신경쇠약 치료 및 병후 회복, 무기력 개선, 빈혈
저혈압에 대한 조혈기능, 노화방지, 기억력 증진, 퇴행성 골관절 질환 치료, 생식기능강화 및 정력증진
연락처 : +7-921-786-7938 (070-4320-3686) ruskorea@ruskorea.com

800(g)
500(g)

잣
녹용

살면서 누구나 겪는 신기한 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
믿는 “어! 분명 여기에 나뒀는데…?” 물건의 위치가 이동해 있는 것이다. 러
시아에서는 이것을 «Домовой» (다모보이)의 소행이라고 한다. 러
시아 민요, 전래동요를 보면 여러 종류의 귀신, 유령 혹은 수호신이 나오는
데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집의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악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녀석이 바로 이 Домовой다. 예전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루시퍼의 추종자들 역시 같이 추방당했다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Домовой라
는 속설도 있으며, 가끔 마약중독자나 어린아이가 Домовой
를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끔 아이와 놀아주고 아이의 질문에 답
을 주기도 한다.
노인으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면 죽는다는 이 유령은 항상 집에 있
으며 장난을 좋아한다. 하지만 착하고, 해로운 존재는 아니라고 한
다. 또 집주인이 마음에 들면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데 집주인에게 은
혜를 베풀고, 집을 치워주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며, 집안의 가장 연
장자에게 꿈, 예언, 표식, 두드리는 소리 등 보고 들리는 여러 방식으
로 불행이나 재앙을 미리 예언하기도 한다.

선물용

1(kg)
특상대

75(g)

상대

75(g)

자세한 정보는 www.ruskorea.com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바구니 1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바구니 2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인형

바구니 3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잣(1kg)

바구니 4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잣(1kg), 인형

바구니 5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녹용(특상)

바구니 6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녹용(특상), 인형

바구니 7

1 set

바구니, 차가버섯, 잣(1kg), 녹용(특상)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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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공연

모스크바 공연일정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정보

5.14~19 오페라 “투란도트”

5.9~18 태양의 서커스
(CIRQUE DU SOLEIL - ALEGRIA)

대작가 자코모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된다. 할머니의 복수를 위해 청혼자를 모두 죽이는 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칼리프 왕자의 대립!
중국적 분위기와 음악을 오페라에 담아낸 대작 투란도트를
감상하는 건 어떨까
장소 : 볼쇼이 극장 가격 : 4500~10000RUB

인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 받는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는다. 이번 공연은 태양의
서커스단이 가진 19개의 테마 중 ALEGRIA이며, 화려한 분장과
음악을 통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장소 : пр.Пятилеток, 1, ЛедовыйДворец
가격 : 1300~8000rub

6.28~30 2013 럭비 월드컵(7인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온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7인제 럭비 월드컵이 개최된다. 럭비 월드컵은
4년에 1번 열리며 지난 대회는 2009년 두바이에서
개최되어 웨일즈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했다.
장소 : 루즈니키 스타디온 가격 : 550~3300RUB

6.8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
미국 출신의 여성 가수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가 모스크바를 찾는다. 유투브에 올린
자신의 첫 곡 “Video Games”를 통해 데뷔하여,
이후 발표한 앨범 “Born To Die”는 미국 빌보드
차트 2위, 영국 앨범 차트 1위 및 전세계 17개국
아이튠즈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장소 : 크로커스 시티 홀, Crocus City Hall
(Москва, 65-66кмМКАД)
가격 : 8000~40000RUB

6.17 팝페라 4인조 그룹
일 디보<IL DIVO>
미국,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출신으로 구성된 4인조 남성
팝페라 그룹 일 디보가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찾는다.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로 청중들의 심금을 울린다.
장소 : 크로커스 시티 홀, Crocus City Hall (Москва,
65-66кмМКАД) 가격 : 4000~9000RUB

6.1 록 그룹
오프스프링(Offspring)
악동 이미지의 대명사 네오 펑크의
선두주자 오프스프링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연을 갖는다.
The Kids Aren’t Alright, Original Prankster 등의 곡들과
함께 오프스프링의 광기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
장소 : Клуб “Stadium-live,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скийпросп., 80, корп.17
가격 : 2090~12000RU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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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그린데이
(GREEN DAY)
Basket Case, American
Idiot, Holiday 등의 명곡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캘리포니아 출신 밴드Green
day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포츠-콘서트 콤플렉스
(СКК)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약 70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이번 공연엔 지난해 발매한 앨범 <¡Uno!> <!Dos!>
<!Tre!>와 함께한다.
장소 : про.ЮрияГагарина,д.8, СКК, 19:00
가격 : 1800~8000 rub(입장료 1500rub 별도)

5.19 FC 제니트
vs 볼가
2012-13시즌 제니트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5월 19일 페트롭스키
스타디온에서 열린다.
특히 1위 CSKA
모스크바와의 승점차가 4점(25라운드 기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제니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 : Петровский Стадион
가격 : 1300~2100rub

5.9~12 ROYAL
AUTO SHOW &
ВЕЛИКИЙ
ФИНАЛ
STRELKA
승전기념일인 5월9일부터 12일까지 페트롭스키
스타디온에서 오토쇼가 열린다. 이번 오토쇼는
단순히 자동차 전시가 아닌 드리프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동차 묘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높은 수준의 자동차
스턴트 묘기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장소 : 페트롭스키 스타디온
가격 : 250~20000RUB

5.10 알렉산드르-넵스키 대수도원 설립
300주년 기념 정교회 음악 콘서트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에서 정교회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세르비아 출신 성악가 디브나 류보예비치와
합창단<멜로디>가 함께 공연을 하며,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정교회 성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장소 : ул. Михайловская, д.2,
Филармонияим. Д. Д. Шостаковича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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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모스크바
주요 문화시설
볼쇼이 극장 (БольшойТеат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쇼이 발레단이 소속된 오페라극
장으로서 1776년에 세워졌다. 극장 내부는 2,171석 규모
를 자랑하며, 러시아 오페라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린카, 무소르그스키, 차이콥스키, 림스키-코
르사코프 등 유명한 러시아 음악가들이 활동하였다.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Московская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нсерваторияимениП.И.
Чайковского)

차이콥스키의 스승이었던 안톤 루빈슈타인의 동생 니
콜라이 루빈슈타인이 1866년에 세웠으며, 차이콥스키
또한 이곳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현재 그의 이름을 기려
차이콥스키 음악원으로도 불린다. 4년마다 그랜드 홀
에서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가 개최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문화시설
페트롭스키 스타디온
에르미타주 (Эрмитаж)

트레찌야코프스카야 미술박물관
(ТретьяковскаяГалерея)

19세기 상인 파벨 트레쨔코프가 예술인들을 후원하며
수집한 개인 갤러리였으며, 1918년 국유화되었다. 총 13
만점 이상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 중 하나
로 작품 한 점당 1분 동안 감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모
든 작품을 감상하는 데 5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
로의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약 3백만 점). 1764년
예카테리나 2세가 상인인 고즈콥스키로부터 사들인 컬
렉션을 전시하면서부터 박물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
으며, 한국 사람들에게도 친근한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
트를 비롯하여 라파엘로, 조르조네, 레오나르도 다 빈
치의 그림들이 전시 되어있다.

(ПетровскийСтадион)

현재 FC제니트(ФК Зенит)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열리며, 콘서트가
개최되기도 한다. 1925년에 완공되어 올해로 개장 88
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도
시 북서쪽 크레스톱스키 섬에 신축구장인 가즈프롬 아
레나가 건설 중이다.

루즈니키 스타디온(СтадионЛужники)
1956년 완공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건축을 통해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주경
기장이었고, 2008년 5월에는 첼시와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간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개최되었다. 현재 스
파르타크 모스크바와 CSKA의 홈구장이며,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필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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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Филармонияим.Д.
Д.Шостаковича)

마린스키 극장 (МариинскийТеат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음악홀로서 상트페
테르부르크 교향악단과 필하모니가 위치하고 있다. 19
세기에는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인 리스트, 슈만, 바
그너를 비롯하여 차이콥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이
활동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마린스키 발
레단이 소속된 예술극장이다. 1783년 건설되어 230년
의 역사를 자랑하며, 1,625석의 대강당이 위치하고 있
다. 매년 높은 수준의 공연이 상연되며 여름에는 백야
축제가 열린다.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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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생활정보
교통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로 가기

14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갈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기차이다. 워낙
넓은 나라이다 보니, 한국에 비해 버스보다 기차가
더 활성화 되어있는 편이다. 모스크바에는 기차역이
총 9곳이(Ленинградский, Белорусский,
Ярославский, Казанский, Павелецкий,
Савёловский, Рижский, Курский,
Киевский) 있는데 이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이, 이름부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비에트 연방 시절 이름인
레닌그라드역(Ленинградский
Вокзал)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다르게 종착지를
역명으로 한다.
가령 한국에서는
서울에 서울역이
있고, 부산에는
부산역이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에는 모스크바에 레닌그라드역이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모스크바역이 있다.

먼저 앉아서 가는 Сидячий(좌석)가 있는데,
Сидячий는 약 550루블로 매우 싸다.
8시간이나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가야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싼 가격으로
인해 기차 출발 당일 보다 2–3주전에 예약이
끝날 정도이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Плацкарт(다인용 침대칸)로 가격은
1,000루블 대이며, 차량 내부가 모두 2층 침대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이나 개인 여행, 혹은 귀향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Плацкарт
에는 Боковая (옆면)라는 좌석이 있는데
다른 좌석이 복도와 수직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Боковая는 복도와 평행하게 놓여있다.
여기에 1층 좌석에 있는 식탁을 뒤집으면 침대가
되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 올려면 1층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Купе (4인용 침대칸)
와 Люкс(2인실 침대칸) 등이 있는데 Купе는
보통 4명 정도가 한 방에 타는데 주로 일행이거나,

레닌그라드역에서는 하루에 약 21편 정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열차가 출발하며, 연휴나
특정기간에는 특별 편성으로 기차편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21편 중 18편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종착역이고
나머지 3편은 헬싱키(Хельсинки) 행이 2
편,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행이 1편이다.
각 기차는 대체적으로 8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고속열차 쌉싼
(Сапсан)과 넵스키 익스프레스(Невский
Экспресс)는 하루 7편이 운행된다. 이외에
쿠르스크역(Курский вокзал)에서
약 6편정도가 운행되는데 이들은 모두 출발역이
모스크바가 아닌 니즈니 노브고로드, 블라디캅카즈,
아들레르, 이젭스크, 키슬로봇스크,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인데,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제외하면 모두
모스크바에서 2,000km이상 떨어진 지역들이다.
가격은 탑승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여행객들이 친구들과 함께 타기 위해 이용하며,
가격은 2,000루블에서 시작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Люкс는 Купе와
마찬가지로 객실이 복도와 격리되어 대개 2인실로
구성이 되며, 가격은 3,000루블에서 시작해 비싼 경우
6,000루블을 넘기기도 한다.
각 기차에는 차장들이 함께 탑승하며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이불을 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안도록
관리하며 차나 커피 및 간식거리를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한국 철도원의 친절함은 절대 기대해선 안 된다.
참고로 중간중간 다른 역에 정차하기 전후로 5~10분
간은 화장실 사용이 금지된다.

LPL RUSKOREA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 가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또다른 이름은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창’이다.
그만큼 유럽과 가깝고 바다와 접해 있어 유럽으로 가기 편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버스, 기차, 크루즈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버스로 가는 경우 에코라인과 유로라인을
이용하면 에스토니아로 갈 수 있다. 보통 버스로
가는 경우 에스토니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게 있어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탈린행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유로라인(Euroline)과 에코라인
(Ecoline)이 있다. 유로라인은 하루 10편이 운행되며,
발찌스키역 앞 정류장에서 출발한다. 가장 싼 Simple
Express는 800루블 선이며 Lux Express는 1,200
루블 정도이고 가장 비싼 Lux Express Speicial
은 2,015루블이다. Ecoline은 하루 2편이 운행되고,
비쩨엡스키역 앞에서 출발하며 가격은 성인기준 1,000
루블 안팎이다. Ecoline의 경우 리가를 경유하거나
탈린까지 가지 않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티켓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7시간 소요) 탈린행 기차는
비쩨엡스키역에서 하루 1편(18:00) 있으며, 가격은
1,000루블 정도 이다.(7시간 소요)
기차와 버스 모두 육로로 가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국경에서 1번,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1번, 총 2번 검문을 받는데,
이 때 승객들의 여권을 모두 걷은 다음 도장을 찍고
돌려준다. 가끔 국경수비대원들이 외국인들에게
에스토니아로 가는 목적과 기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여행 간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가
있는데, 아쉽게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탈린으로
직행하는 크루즈 노선은 없고, 2개의 도시를
(상트페테르부르크 → 헬싱키 → 스톡홀름 → 탈린
→ 상트페테르부르크) 거쳐서 탈린에 도착하는
노선이 대부분이다. 다만 반대로 탈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올 때는 직항이 가능하다.
크루즈 티켓 가격은 100유로에서 시작해 선박 및
좌석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크루즈는 바실리 섬에
위치한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한다.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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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옐레나(Елена)
현대 러시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을 개봉한 영화 ‘도가니’,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
작된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 말 그대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끔직한 현실 앞에 대한민국은
분노했고, 동시에 자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
극’이라는 장르가 과거에는, 슬프게 흘러가는
서사에서도 어떠한 아름다움을 찾는 데 주안
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사회비판적
성격을 띄며 공적 목소리를 내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같은 해 러시아에서 개봉한 옐레나
(Елена)라는 영화도 역시, 이러한 시각에
서 바라볼 수 있다. 영화는 자본주의의 물결 속
급속히 변해가는 인간상을 그리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야기는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집을 조명하
면서 시작된다. 주인공 옐레나는 중년의 여성
으로, 남편인 블라지미르(Владимир)
와 같이 살고 있다. 사실, 이들은 재혼부부로

블라지미르의 장례식에서 목놓아 울던 옐레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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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정보
개요 드라마 / 러시아 연방 / 2011년 / 109분
감독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출연 옐레나 나도바 / 알렉세이 로진 /
나제즈다 마르끼나 / 안드레이 스미르노브

서, 각자 슬하에 아들 사샤(Саша)와 딸 까
쨔(Катя)를 두고 있다. 옐레나의 가정은
전형적인 러시아의 하층민을 대변한다. 옐레
나 본인은,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간호사로 일
을 했다.(간호사라는 직업은 러시아에서도 손
에 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저소득 직업이다) 그
리고 그녀의 아들 사샤는 모스크바의 한 위성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즉, 변변
한 직업도 없는 무기력한 현대 러시아의 인간
상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블라지미르는, ‘
자본주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비즈
니스 맨’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에
게는 안정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그의 딸인 까쨔는 영화에서 어떠한 삶
을 살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녀는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아버지
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옐레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바로 손자의 병역
문제다. 사샤에게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만한
돈이 없었고, 그 스스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았다. 이 ‘자본주의의 피해자’는 ‘어머니’
의 남편인 블라지미르에게, 늘 그래왔듯이, 돈
을 부탁한다. 만약에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된다면, 군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군대는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
고 있다. 신체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일이 많으
며,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옐
레나는 필사적으로 블라지미르에게 간청한다.
하지만 블라지미르는 이를 거절한다. 그에게
있어, 사샤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며, 이마저도
첫 번째 부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
본주의 사회 하에서는, 본인의 노력만이 안정
적 삶의 영위를 위한 동력임을 보여주는 단편
적 사례다.) 몇 일이 지나, 운동을 하던 블라지

블라지미르에게 아들 집안과 관련하여 사정을 하고 있는 옐레나.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겠지, 아버지가 죽기전까지는..” 까쨔는 오래
전부터 옐레나를 신용하지 않았다.

미르는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다. 그리
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딸, 까쨔와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그는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까쨔 역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금 확인 했는지도 모른다.옐레나는 블라지미
르의 퇴원에 맞춰 다시금 그에게 통사정을 해
보지만, 블라지미르는 이를 거절한다. 그는 모
든 재산을 딸인 까쨔에게 주고, 부인인 옐레나
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는 유언을 작성
하겠다고 말한다. 옐레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
다. 손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까?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간
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잘못된
약을 남편에게 투약,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겠지, 아버지가 죽기 전
까지는...”
까쨔는 오래 전부터 옐레나를 신용하지 않았
다. 그녀는 당차게도 옐레나에게 돈을 보고 결
혼을 했다고 말했다. 옐레나는 진심을 몰라주
는 까쨔에게, 블라지미르를 향한 자신의 사랑
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결한 사랑은, 돈 앞에서 눈 녹듯
이 녹아 버렸다.
블라지미르의 장례식에서 목놓아 울던 옐레나
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까? 영화 옐레나(Елена)는 심화되고 있
는 양극화 문제, 물질만능주의적 세태, 그리
고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경쟁에 도태되어
무능력하게 변해가는 현대 러시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비극적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뭔
가를 일깨워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우
리내의 삶 자체가 그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
지 않을까.
글 : 객원기자 이강원(한국외국어대학교 3학년,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연수 중)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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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러시아 대륙을 가로 지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기
기간 1/21~2/7(17박 18일)
루트 서울 → 인천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 니즈니노브고로드 → 카잔 → 노보시비르스크
→ 이르쿠츠크 → 바이칼호 → 블라디보스톡 → 동해 → 서울

2011년

러시아에서 9개월 동안의 연
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
다. 러시아 특유의 어두운 거리, 매일마다 걷던 기숙사
근처의 산책로, 그리고 정감 넘치는 러시아 친구들 등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러시아
에서의 기억은 2012년 한해 동안 러시아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수업, 과제 그리고 시험들은 나를
하여금 숨막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무조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그런 나에게 러시아 대륙 횡단은 매력적으로 다가왔
다. 1년 동안 그리워했던 러시아이기도 했고 또한 광활
한 러시아 대륙을 가로 지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며 러시아 인들의 삶과 문화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
고 싶었다. 또한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돌
아보고 미래를 또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일탈을 꿈
꾸는 장소였다..
곧바로 결정을 내리고 과 선배와 함께 러시아 여행 계
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시베
리아 횡단 여행을 하고 싶었다. 보통 시베리아 횡단 여
행은 모스크바 → 이르쿠츠크 →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어지는 직행 열차를 타서 약 일주일 만에 끝이 나지만
우리는 몇 개의 주요 도시마다 머무르면서 도시의 주
요 거리와 유적지를 관광하기로 했다. 결국 상트페테르
부르크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 니즈니노보고로드, 카
잔,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
는 대장정에는 18일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먼저 상트페
테르부르크로 가는 항공권만 구입하고 러시아에 도착
해서 구간 별로 기차표를 구입하기로 했다. 여행에 차
질이 생기면 표를 환불할 수 밖에 없고, 표 하나로 인
해서 다른 표들이 다 환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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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 상트페테르부르크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드디어 여행 당일 부푼 기대감을 안고 러시아 아에로플
로트(Аэрофлот) 항공 소속 여객기를 타고 모스
크바를 거쳐 약 13시간 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
했다. 변한 것이 없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서성이는
러시아 택시기사 아저씨들부터 눈 때문에 더러워진 거
리까지 모두 내가 그리워하던 러시아였다. 제 2의 고향
과도 같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이다. 도착했을 때는 밤
이었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후배의 도움으로 아파트에
서 하룻밤을 잤다.

점심에 샤베르마 (шаверма, 케밥과 비슷한 러시
아 길거리 음식)를 먹고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날이 어둑
해졌다. 날이 어둑해지고 저녁시간이 되자 상트페테르
부르크에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한국 식
당에서 식사를 했다. 러시아에서 느껴보는 한국의 맛은
여행 초반이었지만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
게 하루를 보내고 보니 어느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
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떠날 시간이 되었다.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스크바로 8시간 정도 걸리
는 기차 한편에 몸을 싣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첫 걸
음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Москв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니즈니 노보고로드에
서 약 9개월 동안 연수를 하면서 자주 다녀갔던 도시
라 길게 여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주로 야간 열차
를 타고 이동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로 가는 기차 내내 잠을 잤다. 13시간이나 비행기를 탄
데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쌓
인 여독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동행하
던 선배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여행 초반이었지만 우
리는 지쳐갔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음에도 새벽 6시에 도착하는 바람에
어떤 가게도 열려있지 않았었다. 각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
았다. 몸을 데우려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
토랑을 찾아 다녔지만 모든 상점이 닫혀 있었다. 앞에
서 언급했듯이 추운 러시아 새벽 날씨에 배탈난 선배를
이끌고 모스크바 거리를 걷는 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한 시간 동안 눈 내리고 어두운 거리를 덜덜 떨어가면
서 돌아다녔고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레스토랑을 찾았다. 결국 아르바트(Арбат)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레스토랑을 찾았고 겨우 보르쉬로 몸
을 데운 다음 주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조금이나마 쉴
수 있었다 만일 모스크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만한 곳
을 찾는다면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를 추천하
고 싶다. 이 곳은 다른 러시아 카페와는 다르게 종업원
들이 친절해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인 만큼 화려할 것이라고 보
통 생각하지만 이때 내가 느낀 모스크바는 어둡고 암울
한 이미지를 가진 황량한 도시였다. 녹아 내리는 눈으
로 인해 거리는 더러웠고 세차도 못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가 그리워서 다시 온 우리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정도였고, 과연 이번 여행이 이만

꼬치구이 샤슬릭
(шашлык)

러시아식 팬케익 블린(Блин)

다음날 아침 일찍 보르쉬 (борщ, 빨간 순무로 만든
러시아 전통국)로 몸을 데우고 도시를 걸어 다녔다. 아
직도 추운 1월 달이었지만 도시의 경치를 눈에 담으려
고 노력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미 연수하던 시절
도시의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에 3번이나 다녀간 곳이
다. 넵스키 거리의 정돈되고 깔끔한 이미지, 이삭성당,
에르미타주 박물관, 카잔 성당을 비롯한 화려한 건축
물들 그리고 눈 내린 러시아 도시 특유의 칙칙한 이미
지들이 조화를 이루어 멋을 뽐내고 있었다. 아직도 글
을 쓰고 있는 지금 눈 앞에서 도시의 풍경이 떠오른다.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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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가 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이런 마
음이 계속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갔다.
하지만 붉은광장(Красная Площадь)을
보고 난 뒤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다. 붉은광장은 영화
나 책으로 여러 번 소개가 되면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곳이다. 붉은 광장 주변에는 말 그대로 크렘린
성벽과 건물들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
활한 붉은 광장을 보고 있으니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
리고, 그 붉은광장과 주변의 건물들이 만들어 내는 특
유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와 함께 사진을 찍고 나서 이즈마일로보
(Измайлово)라고 불리는 기념품 시장에 가서
기념품을 사고 점심으로 샤슬릭(Шашлык)을 먹었
다. 샤슬릭은 카프카즈(Кавказ) 지역의 전통음식
으로써 고기 덩어리를 꼬치에 끼워서 숯에 구워먹는 음
식이다. 꼬치 하나당 한화로 만원에서 만 오천원에 달
하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충분히 먹을 만 했다.

볼가강 가의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
(НижнийНовгород)
기념품을 사고 붉은광장을 본 우리는 예상 출발 시간보
다 더 일찍 니즈니노보고로드로 출발했다. 니즈니노보
고로드에서 우리 둘 다 1년 가까이 어학연수를 했기 때
문에 어떤 도시보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모스
크바에서 니즈니노브고로드까지는 기차로 약 7시간이
걸린다. 오후에 출발한 기차는 밤 10시쯤 니즈니노보고
로드 기차역에 도착했다.
마중 나오기로 했던 러시아 친구 두 명이 기차역에 나
와 있었다.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1박 2일 정도 머무를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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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었고, 러시아 친구의 아파트에서 묵기로 이미 연
락을 넣어놓은 상황이었다. 만일 친구들이 거절을 했다
면 호스텔을 예약해야 했을 텐데, 러시아 친구들의 깊
고 뜨거운 우정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러시아인을
친구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영원히 간
다는 격언이 다시금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만
난 친구들이다 보니 밤에 만나자마자 술을 꺼내놓고 미
친 듯이 마시기 시작했다. 동행한 선배는 배탈 때문에
많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정집의
분위기에 취하고 있었다.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나와 형은 우
리가 자주 걷던 볼가강 근처의 산책로, 매일 하루를 마
무리하던 기숙사 그리고 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크렘
린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추억에 잠겼다. 날씨가 겨울
인지라 상당히 춥기도 했지만 옛 기억에 잠긴 우리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니즈니노브고
로드는 정이 많이 갔다. 그렇게 걷다 보니 또 날이 저물
었고, 다음 도시인 카잔(Казань)으로 떠날 시간
이 되어 짐을 챙기기 위해 서둘러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하루만 묵고 떠나는 우리가 아쉬웠던지 계
속해서 더 있다가 가라고 만류했지만 우리의 여행길
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 밖
에 없었다. 그러자 러시아 친구들은 기차에서 밤에 잠
을 잘 자야 한다고 다시 한번 술자리를 준비해주었다.
기차역으로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
고 러시아 친구들의 배웅 속에 카잔으로 떠나는 기차
에 몸을 실었다.

러시아 속의 이슬람 도시 카잔
(Казань)
카잔으로 가는 길은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잠들었다.
자고 일어나니 새벽 일찍 카잔에 도착했다. 카잔의 기
차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는 쿨 샤리프(Кул
Шариф) 사원이 웅장하게 서있었다. 카잔은 여타 러
시아 도시와는 다르게 러시아 정교보다 이슬람교가 많
이 전파되어 있어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 여러 군데
지어져 있다. 새벽 기운에 이 쿨 샤리프 사원을 보고 있
자니 마음이 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기차 역에 도착하니 후배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번
에도 후배 덕분에 호스텔 대신 후배의 아파트에서 지
낼 수 있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보고 먼 길을 왔

▲ 소원을 빌며 날려 보내는 전통 기구
◀카
 잔에 있는 이슬람 사원 꿀 샤리프
(Кул Шариф)

다고 볶음밥부터 다양한 반찬까지 맛있는 아침을 차려
줬다. 그리고 오전 동안 빨래를 하거나 정리를 한 다음
카잔 시내를 돌아보고 장도 봤다. 날이 어두워져 집으
로 돌아와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후배의 러시아인 여자친구까지 동석하여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소원을 빌며 기구를 날려보내는 전통 놀이
가 있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는 공원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며 전통 기구를 날려보냈
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고 우리는 새벽 2시 기차를
타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카잔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착할 도시 간의 거리가 꽤
멀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안자고 있다가 열차

에 탑승한 후 오랫동안 잘 계획이었는데, 6시간 가까이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폭설
로 인해 기차가 선로 위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순간에 우리는 기차역의 노숙자가 되었다. 동양인이
기차역에서 노숙자가 되니 러시아인들의 시선도 많이
받고, 더군다나 졸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볼썽사
나웠을 듯싶다. 6시간이 지나 기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다음 도시인 노보시비리스크로 출발했다.
카잔에서 노보시비르스크까지는 하루하고도 15시간이
걸렸다.

글/사진 이원형(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4학년 재학 중)
paho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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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개발의 전초기지 노보시비르스
크(Новосибирск)
밤새 6시간 동안 기차를 기다리며 철제 의자에 앉아 졸
은 탓인지, 총 39시간이 걸렸던 노보시비르스크까지의
여정은 더욱 길고 지루했다. 어느덧 10일차로 접어드는
여행 일정 동안 하루하루 쌓인 여독과, 러시아의 혹독
한 겨울 날씨, 배탈 등으로 인한 피곤함에 우리는 체력
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지쳐있었다.
러시아에서 장시간 기차를 타고 여행해 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기차 안에서는 점점 사람이 말라가는 느낌
이 든다. 침대 칸에서 먹고, 자고, 창 밖의 자작나무 구
경하고… 그러다가 먹고, 자고, 또 창 밖에 펼쳐진 황량
한 들판 구경하고… 또 먹고, 자고.. 의 반복이다. 그래
서 그 지루함을 이겨보고자 러시아 인들은 그렇게 같은
칸에 타게 된 생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술을 기
울이고 취하는 것 같았다. 현지인과 똑같이 행동해 보
는 것이 또 여행의 재미 아니겠는가? 러시아어 전공자
의 특기를 살려 열심히 러시아 인들과 대화하고 술잔을
기울였다. 마치 학교 앞 포차에서 소주 한잔에 인생 이
야기를 담는 것 마냥.
술, 특히 기차에서 마시는 러시아 보드카는 아주 기특
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보드카가 몸 속에 들어가면 갈
수록 우리의 러시아어 회화 실력이 향상(?) 되어서, 평
소에 복잡한 러시아어의 격변화에 우물쭈물 끝을 흐리
고 말았던 내 입술에서 거침없이 러시아어를 쏟아내게
된다. 또 한가지 효능은 바로 무뚝뚝 하고 차가워 보이

는 러시아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이다.
참 신통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 얼음같이 굳어있던 얼
굴도 점점 취기가 오름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오랜
친구마냥 훈훈한 미소를 서로에게 날리게 된다.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술을 좋아하고, 한번 마시면
끝까지 정신력으로 마시는 문화가 있기에 술잔을 나누
면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다.
그렇게 술과 끊임없는 바깥풍경 구경을 계속한 끝에 마
침내 노보시비르스크 땅을 밟게 되었다. 플랫폼에는 후
배가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둘을 보고 두
팔 벌려 맞아 주던 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러시아 제 3의 도시이자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
다.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보’(새로운, New)
‘시비르스크’(시베리아) 시베리아 개발의 핵심도시이다.
짐을 들고 후배의 집까지 걸어 가는 길에 숨을 쉴 때 마
다 코털이 얼어붙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독한 겨울 날씨에 우리가 시베리아에 도착
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쉬었다.
10일차에 접어드는 일정에 지친 몸을 숙면과 따뜻한 샤
워로 녹여내었다.
특히 후배가 차려 준 흰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
역국을 먹으니 쌓여있던 여독은 온데 간데 없이 날아
갔다. 참 신기하게도 밥을 먹으니 힘이 나는 것이, 역
시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마음으로
와 닿았다.
밥 충전으로 다시 쌩쌩해진 우리는 가이드를 위해 연
차까지 낸 후배의 안내를 받아 시내를 관광하고 맛집
을 돌아다녔다. 밥을 먹고 힘이 나서 그렇게 느껴진 것
인지는 몰라도, 우랄 서쪽(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위치한 도시들 보다 치안이 좋고, 사람들도 친절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보시비르스크 중심가에 있는 레닌 동상

모든 것이 얼어버린 겨울의 바이칼

노보시비르스크 체류 이틀째 저녁에는 노보시비르스크
에 있는 코트라 관장님께서 저녁자리에 초대해 주셨다.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생맥주가 정말 인상
적이었던 펍에서 식사를 하였다. 러시아어 전공자로서
의 진로와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때로는 한바탕 웃으
면서 즐거운 상담을 해 주신 이금하 관장님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싶다.
조금만 걸어도 발가락 끝이 시려와, 군대의 혹한기 훈
련을 떠오르게 했던, 여행 일정 중 가장 추운 도시였지
만, 따끈한 밥과 국, 맛있는 맥주와 훈훈한 대화에 어떻
게 보면 가장 따뜻한 도시로 기억 될 노보시비르스크였
다. 후배와 관장님으로부터, 배낭여행객으로서는 과분
한 대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기억만을 남기고 다음
여정지인 이르쿠츠크 행 기차에 올라 탔다.

이르쿠츠크 역에서 내린 후 미리 섭외한 차를 타고 6시
간 정도 달려가자 얼어 붙은 바이칼 호수가 눈앞에 펼
쳐져 있었다. 사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꾸벅
꾸벅 졸고 있었는데 러시아 기사 아저씨가 일어나 보라
고 깨워 주셔서 일어났다. 기사아저씨는 그대로 엑셀을
밟고 얼어붙은 호수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호
수 위를 차로 달려 알혼 섬에 도착했다. 아마도 아저씨
는 얼음 위를 차로 달리는 신기한 경험을 멀리서 온 동
양 청년들이 조느라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를 깨
운 것 아니었을까.
바이칼 호수, 그 안의 알혼 섬. 그곳은 정말 신비로운 곳
이었다. 고요함과 평화 그 자체였다.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객도 많고 해서 북적 인다지만, 겨울의 알혼 섬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글쎄, ‘고요하다’라는 단어로도 표
현이 되지 않는 알혼 섬 특유의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온통 하얀 알혼 섬 언덕을 내려와서 수평선 마저 보이
는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뽀드득 거리며 걷다 보면,
마치 가부좌를 틀고 장시간 명상에 들어갔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말 그대
로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이 정도로 감탄 해가며 글을
쓰냐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글로 다 표현을
못 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좋았다. 알혼 섬에서 만나
게 된 프랑스인 가이드 ‘니꼴라’,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묵었던 숙소 식당에서 만나게 된 니꼴라는 원래

시베리아의 파리 이르쿠츠크
(Иркутск)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움
바이칼 호수(Байкал)
우리가 이르쿠츠크를 찾은 이유는 이르쿠츠크가 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Байкал)
의 겨울을 느껴보는데 있었다. 보통 관광객들은 이르

입김마저 얼어버리는 시베리아의 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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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츠크 도착 후 ‘리스트뱐까(Листвянка)’라는
호반 지역으로 이동하여 휴양을 즐긴다. 그러나 우리
는 바이칼 호수의 더 깊은 모습을 보고자 호반이 아
닌 호수 안쪽에 위치한 알혼섬(Ольхон)에 들어
가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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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혼섬의 고드름

프랑에서 잘나가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회사 생활을 하
던 일반적인 프랑스 직장인이었다. 우리네 직장 생활도
그러하듯 니꼴라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처세의 피곤
함에 찌들어 갔더랬다. 그러던 차에 휴가 때 우연히 오
게 된 알혼 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바이칼 호수의
매력에 빠져 직장을 버리고 알혼 섬에서 영어 강사와
관광객 가이드를 하며 섬에 눌러 앉게 된지 2년째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나도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퇴
사 후 생각을 정리하고자 떠난 여행이었다. 그 여행길
에 나와 너무나도 닮은 친구를 만나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반가움을 느꼈다.
니꼴라의 안내로 우리는 알혼섬의, 바이칼 호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바이칼 호수의 밤 풍경
이었다. 한 밤중에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 누우니 별들
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군 시절 강원도 산자락
초소에서 입김 불어가며 바라보던 그 별들… 그 별들
이 다시 내 눈 앞에 있었다. 그 때 보다 더 크고 선명하
게, 밤하늘에 별꽃들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밤낮으로 알혼 섬의 매력에 푹 빠진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냐(Баня)’라는 러시아식 사우나도 체
험해 보았다. 우리나라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있는 건식
사우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사우나 안에
서 땀을 쫙 빼면서 자작나무 가지로 몸을 탁탁 때려가
며 사우나를 한다는 것이다. 몸을 때릴 때마다 습기가
올라오며 자작나무 향기에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 나
오는데, 여행의 피로가 함께 싹 씻겨 나갔다. 그렇게 땀
을 쏙 빼고 개운함 속에 침대에 앉아 바이칼 호숫물로
만들어 낸 맥주 한잔을 들이키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
었다. 5성급 호텔도 아니고 통나무로 지어진 집에 허름
한 침대였지만, 사우나 후의 맥주가 맛있어 과음한 탓
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느덧 13일차에 접어드는 여행
막바지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꿀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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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내부 모습.
너무 추운 날씨 탓에 개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잠을 잤다.

그렇게 이틀간의 바이칼 호수 판 힐링캠프를 마치고 드
디어 여정의 끝 블라디보스톡 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9288km의 종착지
블리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영화 ‘베를린’의 하정우처럼 멋있게 ‘블라디보스톡, 원
웨이!’를 외치지는 못했지만, 블라디보스톡 행 티켓을
구매 할 때 왠지 모를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다. 3일
하고도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지루함과의 사투를 앞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러시아 횡단의 마
지막이구나 하는 뿌듯함, 그리고 제일 싼 ‘쁠라찌까
르뜨(Плацкарт)’ 칸이 아닌 고급스런 ‘꾸뻬
(Купе)’ 칸을 구입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이다.
꾸뻬 칸을 처음 타본 우리는 돈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4인실로 나누어진 내부는 안락하기 그지 없었
으며, 침대도 쁠라찌까르뜨와는 달리 푹신하고, 심지어
역무원도 훨씬 친절했다.
총 80시간 정도가 걸리는 여정 동안 30개 정도 되는 크
고 작은 도시와 정차 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앉아 함께 가게 될 여행동무, 말동무, 술동무도 여
러 번 바뀌게 될 터였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혹시나 러
시아 미녀가 우리 칸에 타지는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군인, 의사,
자동차 딜러, 열차 기관사 등 참 다양한 직군의 러시아
남자 들이 우리 칸에 들어와 함께 여행했다. 자고 일어
나면 바뀌어 있는 여행 동무에 여자가 아님에도, 매번
같은 자기 소개와 그간의 여행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

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는 것이 여
행의 또 다른 묘미이기에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었다.
그렇게 열차는 쉴 새 없이 눈 덮인 자작나무 벌판을 달
렸고, 82시간 만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블라디
보스톡 역 플랫폼에는 모스크바로부터 블라디보스톡
까지의 거리가 새겨진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동판에
는 ‘모스크바로부터 시작되는 이 위대한 시베리아 횡
단 열차의 선로는 이곳에서 끝이 난다. -9,288km-‘ 라
고 쓰여 있었다.
아직 배를 타고 꼬박 하루를 더 가야 그리운
한국땅, 동해항에 도착 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의
여행은 그 동판 앞에서 끝이 났다.
5평 남짓 되는 좁고 퀘퀘한 자취방
안에서 러시아 횡단? 어렵다고? 할
것도 없는데 까짓 것 한번 해보지
뭐! 했던, 아직은 20대인 우리의 농
담 섞인 패기. 횡단을 통해 불투명
한 우리의 미래와 러시아어 전공자
로써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대장
정. 그 3주간의 모든 여정이 그 동
판, 그 글귀에 녹아있는 듯 했다.

쳐 크게 그리고 돌아왔다.
2만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왔건만, 자취방의 퀴퀴
함과 어두운 분위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오히려 우리
가 러시아를 헤매고 다니던 그 3주간, 취업 전쟁터의 경
쟁자들은 더 뜨겁게 영어 학원을 오가고 취업 스터디를
하며 스펙을 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깜깜하고 얼
어 죽을 정도로 춥고 아무도 없던 아르바트 거리에서,
배탈로 수 없이 설사를 쏟아 냈던 달리는 기차 화장실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서 고생했던 창이 얼어
붙은 버스에서, 그 바보 같은 여정 속에서 분명 학원이
나 독서실에서는 얻지 못하는 경험을 얻었다는 것을 자

다시 그리운 집으로
– 동해항
한국 행 배편이 빡빡하게 잡혀있어
(블라디보스톡과 동해를 오가는 페
리는 일주일에 1편뿐이다) 감회에
잠길 새도 없이 동판을 뒤로 하고
항구로 뛰어갔던 우리였지만, 바삐
뛰는 와중에도 정말로 러시아를 횡
단했다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 올
랐다. 서서히 멀어져 가는 블라디
보스톡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그렇
게 러시아에 작별을 고하고 항구를
출발했다. 약 30시간 후 다시 여행
의 시작점인 서울의 5평짜리 자취
방에 도착했다. 약 20,000km에 이
르는 커다란 원, 그 원을 3주에 걸

블라디보스톡역에 있는 기둥,
가운데 9288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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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좋은 카페

블라디보스톡
여객터미널에서

신한다. 그리고 3주간 만났던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얻
은 따뜻함과 지혜,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인
생의 2막을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음을 믿는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언젠가는 다시 바이칼
호수 위에 누워 밤하늘의 별 소나기를 보며 오늘을 추

억하길 꿈꾸어 본다.
아, 물론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글/사진 김재영(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졸)
youngbak316@naver.com

최근 러시아에도 한국처럼 곳곳에 카페가 생겨나고 있
다. 특히 모스크바에만 있던 스타벅스도 점차 상트페테
르부르크에도 진출하여 그 수를 늘리고 있고, 상트페테
르부르크가 새겨진 텀블러를 살려면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그러나 혼자 혹은 연인과 단 둘이서 조용하게 가고 싶
은 카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실 시내에 위치하거
나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시끄러운 경우도 꽤
있어 대화하거나 책 읽기엔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그
래서 오늘 소개할 장소는 바로 이런 조용한 카페를 원
하는 사람들을 위한 Sicaffe이다. 러시아에도 코페하우
스, 커피숍컴퍼니 등의 체인점 형 카페들이 많지만 오
늘 소개할 카페 Sicaffe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이다.

Your partner TVZOA
거추장스러운 위성장치는 가라! 인터넷만 통하면 OK!

TVZOA 소개 About TVZOA
전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 DVD 가정 영화관
01 TVZOA란?
티비조아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통하면 TV로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시간 한국 방송은 물론 최신영화, 드라마, 예능, 교육, 스포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안테나 설치NO! 거추장 스러운 LAN연결 NO! 무선연결 OK!

02 티/비/조/아
실시간 한국방송: 20여개 인기채널 방송
SBS / KBS1 / KBS2 / MBC / YTN / XYM / SBS GOLF / MBC SPORTS / EBS / 어린이TV / IGOLF /
OCN / TVN / CTS 기독교 / 코미디TV / KBS SPORTS / DISCOVERY / M NET / 애니맥스 / 한국낚시 채널
다시보기: 최신영화, 드라마, 예능프로, 스포츠, 교육, 애니메이션등
총 3만여편 프로그램은 물론 지나간 방송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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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계 러시아인이 직접 인테리어하고 운영하는
Sicaffe는 분위기부터 여타 카페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긴다. 대리석이 깔린 바닥부터 해
서 고풍스런 장식과 샹들리에로 내부를 고급스럽게 꾸
며놓았다. 심지어 화장실도 일반적인 러시아의 카페의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가 나는데 반해, Sicaffe
의 화장실은 마치 5성급 호텔의 화장실을 떠올릴 수 있
을 만큼 깨끗하고 세면대 옆에는 손을 씻고 난 후 닦을
수 있도록 마른 손수건도 준비되어 있다.
두 군데 모두 이삭성당에서 멀지 않고 주변에 5성급
호텔이 많아 처음에는 커피나 디저트의 가격이 굉장

히 비쌀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가격도 착하다. 에스
프레소 한잔이 80루블, 아메리카노가 130루블, 카푸치
노 120루블, 라떼 140루블로 다른 커피점에서 판매되는
커피가 200~300루블 훌쩍 넘어버리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그렇다 해서 커피의 질이 떨어
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카페보다 훨씬 맛
있고,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이다.
함께 판매하는 케익과 빵도 달달하니 맛있으면서도 아
주 예쁘게 꾸며져 나오기 때문에 눈과 입 모두를 즐겁
게 해준다.
다만 이삭성당과 넵스키 대로 사이에 위치한 탓에 낮에
는 관광객이나 점심 때 나온 직장인들로 가득 차는 경
우도 있으니 저녁 시간에 가는걸 추천한다.

Sicaffe
위치 ул. БольшаяМорская, д.35
ул. Гороховая, д.2
지하철 5호선 Адмиралтейская에서
각 5분거리
가격 커피 80~200 루블, 디저트 50~200 루블 내외
21시부터 영업종료까지 샌드위치,
샐러드 50%할인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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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의 언어 연수기

영어, 축구 그리고 맥주
필자는 이제 막 런던에서 생활한지 6개월째 되는 27세
의 건강한 한국남자이다. 사실 영국에 오는 사람들은
언어연수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패션, 미용, 디
자인, 건축 등을 전공하거나, 영국에 있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런던에 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필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 영어 연수가
가장 큰 이유이고, 3년 전에 유럽 여행을 할 때의 추억
과 프리미어리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이유 그리고 마
지막으로 다른 유럽국가로의 접근성이 좋아 런던을 선
택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후회
를 한 적은 없다.

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위에 표기한 가격이
평균적인 가격이다.

법은 gumtree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영어가 조금 가능하다면 최고의 방법이다. 한국인들 사
이에서 다양한 사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오히려 영국사랑 사이트보다 저렴하게 집
을 구할 수 있다.
생활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크다. 흡연의 경우 말보
로 한 갑에 약 7~8파운드, 펍에서 마시는 맥주 1파인트
(약 0.5L)에 3~5파운드, 지하철 한번 이용 시 2.4파운
드(학생 할인을 받으면 한 달에 80파운드)선이며 문화
생활 같은 경우 뮤지컬은 50~100파운드, 축구경기는
30~100파운드 정도이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아낄

수 있는 곳이 런던이다. 필자는 현재 학교 선생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당 200파운드에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있다. 통학은 자전거를 이용하고(런던
은 자전거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Barclay 자전거 임대
일년에 90파운드), 아침식사를 싸가서 점심에 먹기 때
문에 점심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있다. (간식으로 당근
과 바나나, 토마토를 사먹는데 일주일에 약 4파운드 정
도 든다) 물론 가끔 학교 친구들과 외식을 하거나 펍에
서 맥주를 마시면 일반적으로 20~30 파운드 정도 쓰
게 된다. 주변인들을 통해 본다면 최소 40만원에서 최
대 150만원까지 쓰는 것 같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영국의 박물관들은 대부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연수를 위해 영국을 찾고 있다

런던에서의 연수와 생활 그리고 물가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제일먼저 물
어보는 질문은 “영국은 비싸지 않나?”이다. 솔직히 말
해서 비싸다. 거의 모든 것이 한국의 가격보다 2~3배
비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연수비
용과 비교한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
본적으로 학비는 환율과 학원에 따라 틀리지만, 10개월
(40주, 주5일 하루 6시간 수업 기준)에 700만~1200만
원 정도이다. 물론 장기로 끊을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유학원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존재하니 여러 곳을 비
교해보고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말했듯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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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역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주당 70
파운드부터 주당 300파운드(현재환율은 약 1700원)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당 120파운드에서 150
파운드 사이의 집에 거주한다. 집(Flat)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국사
랑(04uk.com)을 통해 한인 랜드로드(집주인)로부터 구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랜드로드와의 의사소
통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대부분 같
이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대화
를 통해 영어실력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부분
이다(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
은 학교 혹은 학원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구하는 것이
지만, 런던에서는 이 방법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은 집주인이 영국인이 아닌 인
도, 멕시코 등 비 영미권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고, 대부
분 3존(zone) 이상(런던은 중심가인 1존에서 시작해 6
존까지 구역이 나뉜다)에 집이 위치한다. 가격 또한 상
당히 비싸다.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지인 중 한 명은 3
개월간의 연수생활 동안 아침은 토스트와 시리얼, 저녁
은 2파운드짜리 냉동식품만 먹었다. 그런데도 집은 4존
에 위치하였고, 가격은 일주일에 180파운드. 교통비까
지 고려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마지막 방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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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맥주 - ALE & LAGER

영국 음식에 관한 진실

영국 하면 비틀즈, 패션, 엘리자베스 여왕, 옥스포드,
대영박물관, 브릿팝 등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
만, 남자들이 좋아하는 맥주와 축구 그리고 음식에 대
해 써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맥주는 크게 ALE(에
일)과 LAGER(라거)로 나뉜다. 두 가지 맥주를 분류하
는 큰 기준은 색깔과 맛 그리고 온도이다. 라거는 우리
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맥주이고, 에일은 라거보다 조
금 더 쓰고(풍부한 맛), 미지근하며(상온에 보관), 색이
어둡다. 에일이 좀 더 전통적인 음료인데 역사가 약 천
년 가까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에일보
다 라거를 선호하고, 중년층 장년층은 에일을 선호한
다. 라거의 종류는 한정적인데 반해, 에일의 종류는 정
말 무궁무진하다. 자주 가는 한 펍(PUB)은 8가지의 에
일을 판매하는데 2주마다 그 에일 종류를 전부 바꾼
다. 그만큼 각 지역 마을 마다 각각의 에일이 있어 그
종류가 많고, 그래서 이 모든 에일을 마셔보는 일은 불
가능해 보인다.
필자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잔씩 에일을 마시고 있지
만 아직도 갈 때마다 새롭다. 영국에 온다면 에일을 꼭
마셔보기를 추천한다. 또 다른 맥주의 종류로 Cider(사
이더)가 있는데, 이름과 달리 음료수가 아니라 엄연히
주류의 일종이며, 가끔은 알코올 도수가 8도를 넘기도
한다. 사이더는 기본적으로 과일 과즙(전통적으로 사과
즙)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과일주로, 미국과 캐나다 및
독일 등지에서는 “apple wine”으로 불린다. 맛이 달콤
한 편에 속하나 전통적인 사이더는 일반적으로 매우 드
라이하며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영국의 음식은 맛없기로 유명하다. 틀린말은 아니다, 허
나 대신 런던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맛집이 많다. 물론
전통적인 영국음식은 그닥 맛있지는 않다.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는 맛없기로 소문난 피쉬 앤 칩스(fish & chips,
말 그대로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이다), 각종 파이 정도
가 되겠는데, 피쉬 앤 칩스의 경우 맛을 평가할 때 피
쉬(생선튀김)가 아닌 칩스(감자튀김)의 맛을 우선적으
로 평가한다. 물론 몇몇의 피쉬 앤 칩스에도 맛집이 있
기는 하지만, 딱 한번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피쉬 앤 칩
스를 맛보고자 한다면, mashed peas를 꼭 곁들여 먹
어보기를 권한다.

박지성과 기성용 그리고 EPL
영국 최고의 자랑거리(정확히는 잉글랜드) 중 하나는
바로 프리미어리그(EPL, English Premier League)다.
물론 영국에서는 축구 말고도 럭비, 크리켓, F1도 인기
가 매우 높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에게는 박지성과 기성
용으로 대표되는 축구가 가장 흥미로운 주제 일 것이
다. 런던 사람들은 축구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다. 현
재 2012-13시즌 런던을 연고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
은 아스널, 첼시, 풀럼, QPR, 토트넘 핫스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 총 6개이며 하부리그로 내려가면 그 숫
자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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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널의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스널과 샬케04 간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필자는 첼시 서포터로, 홈경기를 보러 자주 경기장을
찾는다. 만약에 영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할 계획이 있
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관하고 싶다면, 해당클럽의
멤버쉽을 구매해서 티켓을 예매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멤버쉽의 경우 20~35파운드 선에서 시즌 전체 경기의
티켓구매 우선권(프리미어리그 이외 컵대회 포함, 시즌
티켓 홀더 구매 이후)과 매 경기 5파운드의 할인 혜택
을 갖게 된다. 물론 구단정책에 따라 다르지만(맨체스
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한 빅매치
나 BIG4간의 경기 혹은 중요한 컵 대회 경기는 멤버쉽
회원에게 우선 응모권을 부여한다. 즉 응모를 하여 당
첨이 된 사람에게 티켓 구매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대
부분의 구단은 멤버쉽 구입으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티켓가격 역시 구단에 따라 다른데, 프리미어리
그의 경우 각각의 팀에 B~AA 랭크를 부여하게 되고,
랭크와 좌석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B랭크의 경기는 성
인기준 47~51파운드, A랭크 52~70, AA랭크 56~82
파운드 선이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컵 대회 경
기를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첼시의 경우 CAPITAL
ONE CUP(예전엔 칼링컵으로 불렸으나 스폰서가 바뀐
이후 대회 타이틀도 바뀌었다)은 랭크, 좌석에 상관없
이 25파운드, FA컵과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 리그
의 경우, 랭크와 좌석에 상관없이 30파운드다.
다른 방법으로는 펍(Pub)에서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관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관은 정말 꼭 한번 해볼만한
경험이다. 기회가 된다면 경기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
을 꼭 한번 느껴 보기를 권한다.

런던의 랜드마크 빅벤(Big Ben) 앞에서

영국 일반 가정집의 피쉬앤칩스

하지만 다른 나라 음식의 경우 정말 다양한 맛집을 찾
을 수 있다. 런던은 정말이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음식
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 개도 없는 미슐랭 스
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3스타 레스토랑도 두
개나 존재한다.(물론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 본인
경험으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런치코스로 세금
포함 70파운드를 지불했고, 해당 레스토랑에서는 한잔
에 80파운드(한화 약 14만원) 이상의 와인을 판매하기
도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최소 2개월 전에 예약
하지 않으면 자리를 구할 수 가 없다) 인도 음식의 경우
인도 본토보다 런던에 있는 인도음식점 맛이 훨씬 훌륭

하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아무래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인도음식을 좋아하게 된 영국인
들이 비싼 임금으로 실력 있는 인도 요리사들을 초빙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음식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계의 요리(심지어 그루지야,
파키스탄 레스토랑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를 맛볼 수
있다. 일식과 한식 역시 건강식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
고 있다. 런던에 온다면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특이한
음식들을 시도 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런던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곳
이며,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삶의 여
유로움과 각박함이 공존하는 기이한 곳이다. 다양한 문
화, 역사, 음식 그리고 맥주와 축구를 사랑한다면 런던
은 당신에게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글 박기덕(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 현재 영국 런던에서 연수 중)
parkkd87@naver.com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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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life

모스크바 한인 관련 주요 기관/ 단체

Bars
Дайкирибар
위치 ул.Б.Конюшенная, 1
영업시간 16:00 ~ 마지막 손님
시끄럽기 보다는 조용하고 칵테일로 잘 알려진 바이다. 내부 인테리
어도 깔끔하며, 이름처럼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
Terminal Bar
위치 ул.Рубинштейна 13а
영업시간 16:00 ~ 마지막 손님
뉴욕에 오랫동안 살았던 주인이 뉴욕에 있는 동명의 바를 보고 시작
했다. 내부 구조가 직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며, 종
업원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음악 선곡도 괜찮은 바이다.

Pubs

Sharmrock
위치 ул.Декабристов 27
영업시간 11:00 ~ 02:00
마린스키 극장 건너편에 있는 이 펍은 이름부터 아일랜
드의 축구클럽과 같을 정도로 아이리쉬 펍을 표방하고
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항상 스포츠경기를 틀어 주
며 챔피언스리그, EPL,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NFL, 럭
비 등의 경기를 즐길 수 있다.
Mollies
위치 ул.Рубинштейна 36
영업시간 12:00 ~ 02:00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펍 중 하나이다. 음
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게 특징이며, 20여가지 이상의 다
양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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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Реболюция
위치 ул.Садовая 28
영업시간 19:00 ~ 06:00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 사도바
야에 위치한 댄스클럽으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층별로 다른 테마가 준비되어 있다.. 클럽을 찾
는 사람은 학생이 주를 이루며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
들도 많이 찾는다.
Golden Dolls
위치 Невскийпр., 60.
영업시간 21:00 ~ 06:00
넵스키 대로 가운데 위치한 스트립 바이다. 음악이 시
끄럽지 않으면서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
추어져 있다. 부유층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클
럽이다.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주요기관

대표전화(495) 783-2727
긴급전화(24시간) (495) 778-0780
팩스 (495) 783-2797, 2777

KOTRA (495) 258-1627
문화원 (495) 917-9347
한국무역보험공사 (495) 258-1539
한국관광공사 (495) 735-4240
우리은행 (495) 783-9787
러시아 경제인 연합회 (495) 258-1627
중소기업 협의회 (495) 795-5462
모스크바 한국학교 (495) 420-2377
원광학교 (499) 157-9894
토요한국학교 (926) 912-6091

한인주요단체
모스크바한인회 (495) 939-8337
전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 (495) 787-4231
사할린 한인협회 (495) 157-3936
민족문화 자치회 (495) 732-3431
독립유공자협회 (495) 135-3936
유학생 총 연합회 (495) 397-3116
한인 선교사 협의회 (495) 716-0479

언론사 특파원 및 교민신문
KBS (495) 974-1542
매일신문 (495) 721-2386
겨레일보 (495) 749-6841
모스크바 프레스 (495) 506-8967
우리신문 (499) 686-0203
(903) 789-3459
매일신문 (495) 721-2386
www.r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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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관련 주요 기관/ 단체
주요 단체

통관업체

한인 선교사 협의회 (812)233-33-00
그린로직스 8-926-072-30-19
유학생 총 연합회 8-981-742-69-22 범한판토스 8-921-343-09-68
고려 자치회
8-981-822-43-68 도미난트 8-981-888-45-55
한인회
8-911-007-7132

상트페테르부르크 기관

종교 단체

응급 통합 콜 센터
112
소방서
01
경찰서
02
구급차
03
가스공사
04
대한민국 영사관 (812)448-19-09
비자, 민원상담 (812)448-15-00
긴급전화(24시간) 8-905-255-54-96

상트페테르부르크장로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미르선교회
빼쩨르 은혜 한인교회
뻬쩨르 한인교회
빼쩨르 한인성당

여행사
러스코투어
피터투어

8-931-200-17-27
332-82-21

8-921-798-49-79
(812)572-75-17
8-901-373-66-77
(812)966-95-73
8-911-837-9273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문 가이드 투어

백야나라 http://www.100yanara.com
세계 3대 박물관 에르미타주
세계 8대 불가사의 호박방
세계 최고의 야외 분수공원 여름궁전
세계 3대 성당 성 이삭성당
러시아 최고의 박물관 러시아 박물관
로마노프 왕조의 위대한 유산을
백야나라 지감가이드와 함께 느껴보세요
Tel.8-812-332-8221, 8-921-185-7979

항공권
대한항공 : 상트페테르부르크 직항, 모스크바 경유편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1박 투어 예약, 연중운항
핀에어 : 수화물 추가, 연중운항

여

행

가이드 : 에르미타주 박물관, 황제의 마을(호박방),
여름궁전, 러시아 박물관, 성 이삭성당
통역 : 시장개척단, 전시회, 비지니스 통역
차량 : 승용차, 미니밴, 미니버스, 대형버스 임대
호텔 :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 예약(3성-5성)
전화 : 8-812-332-8220, 8-812-332-8221,
8-812-970-5114, 070-8635-3221
E-mail : petertour@hanmail.net
주소 : 199178, Saint-Petersburg, V.O. 18th
line, d31,B.C. Senator off ice A404

민박집
모던 팰리스
아라 게스트하우스
엄마네 민박
코리아 게스트하우스

8-921-324-0207
8-921-998-9996
8-911-929-0721
8-921-872-9177

레스토랑& 카페
명가
미가
신라
한국관

(812)498-37-34
(812)714-42-31
(812)571-69-71
8-921-893-02-76

LPL RUSKOREA
러시아 전문 컨설턴트
Home page www.ruskorea.com
E mail ruskorea@ruskorea.com
8-921-786-7938
070-432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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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тите стать
здоровыми и
стройными?
Уделите себе 1
час в день и через
2 месяца вы не
узнаете своё тело!

Бесплатный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й
абонемент
на 1 месяц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Ул. Большая Подьяческая, д.22
Метро Сенная пл. садовая, Спасская
Тел. (812) 570 2413
www.coream.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