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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동차 시장 동향
A)"아프토바즈" LADA Kalina 와 Granta 생산 개시
러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아프토바즈"가 LADA Kalina 와 LADA
Granta 의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다가 10 월 27 일 아침부터 조립
라인을 가동시킴 . 현재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조달한 상태임. 세군데
부품 공급업체가 부품 납입 시한을 맞추지 못해 단기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출처 : RIA Nov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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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월 판매 실적 개선되었으나 기본적 트렌드는 반대
2014년 9월 신차 및 승용차 197, 233 대 판매로 전년도 동기 대비 20,1 % 하락

2014/2013년 9월, 1월~9월 브랜드별 신차 및 승용차 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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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3년 9월, 1월-9월 최다 판매 25개 모델

출처: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Automobile Manufacturers Committee

C)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생산률 5% 하락
오토 딜러- SPB 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9 월까지 총 272,700 대 자동차 판매.
작년과 비교했을 때 4 군데 공장에서 생산량이 약 5% 떨어짐. 9 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져 9%까지 내려갔지만 이 달에는 4 월 이후 처음으로 생산
계획량 (3 만대)를 추월하여 30 100 대 생산함.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은 9 월
시장 점유율이 63%까지 올라갔으며 6 개월간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음.
게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전체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까지 증가함. 비록 칼루가의 폭스바겐 공장의 2 주 ,포드 공장 1 일, 토글리아티의 GM-AvtoVAZ
공장 2 일 휴업 으로 인해 퍼센테이지가 올랐을 가능성도 있음.
출처: fontanka.ru
3

http://russia.glovis.net/English/

II.경제 동향
A)끝나지 않은 러시아 제재 역풍…독일 시름 가장 커
獨 1~8 월 대러 수출 16.6% 급감…중소기업 충격
러시아의 역제재에 따른 서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독일
연방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 월 독일의 대(對)러시아 수출은 23 억유로(약
3 조 593 억원)를 기록함. 이는 지난해 8 월에 비해 26.3% 줄어든 것이며 1~8 월 수출액 역시 203 억유로로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
독일과 러시아의 교역 절대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독일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 기계류 수출 4 위 국가이며 특히 러시아에 기계·장비류를 판매하는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업체임.
부문별로 독일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지난 1~8 월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급락. 신흥국 성장둔화와 유럽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러 수출 감소는 부진을 겪고 있는 독일의 제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FT 는 분석.
러시아 제재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독일 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도 여행 산업이 타격을 입음.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1 월에만 해도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은 1 년 전보다 36% 늘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2~3 월에도 이어짐. 하지만 지난 3 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상황이 달라짐. 지난 2·4 분기
미국을 찾은 러시아 여행객들의 숫자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지난 7 월 기준 캐나다를 여행한
러시아인들의 숫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 급감.
독일·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여행객 급감을 겪음.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유럽 여행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비중은 6%까지 늘었음.
반면 그리스·터키·키프로스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찾는 러시아 여행객들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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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외환 보유고 감소, 금 대량 매수
지난달 37.2t 매입…1998 년 국가 부도 이후 최대
루블화 약세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는 러시아가 금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향후 금 가격
반등시 외환보유고 확대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 풀이됨. 러시아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러시아의 지난달 금 매입 규모가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1998 년 11 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 일 보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는 37.2t 의 금을 매입. 러시아의 금 보유
규모는 1149.8t 으로 확대됨.
현재 금 가격은 2011 년 기록한 사상최고치에 비해 40% 가까이 떨어짐. 지난달에도 금 가격은 6% 가량 하락.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올해 급락하고 있음.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화자본이
빠져나가고 서방의 제재 조치로 인한 러시아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추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외환을 방출. 지난 17 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4438 억달러이며 이는
연초에 비해 680 억달러가 감소한 것.
하지만 현재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2005 년 말에 비해서는 3 배 가까이 많음. 2008 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됐을 당시에는 7 개월 만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40% 정도인 2000 억달러 급감한 바
있음.
한편 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음. 지난 8 월 세계금협회(WGC)는
올해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규모가 최대 500t 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 중앙은행들은 2012 년에 544t, 지난해
409t 의 금을 매입함. 미국과 독일의 경우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70%에 이름.

C)러시아-북한 무비자 제도 전망
러시아, 북한 정부가 양국가간 무비자 제도 도입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북한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갈루쉬킨 극동개발부 장관이 인터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가 협력관계 발전과
관련해 러시아-북한간 무비자 제도 도입 문제가 제기됐고 앞으로 관련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단시일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주 북한 방문을 통해 러시아-북한간 무비자 제도 도입안이 공식 회담
결과 의정서에 기록됐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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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인에 장기 복수 비자 발급
러시아 국민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장기복수비자를 발급받았다고 9 월 8 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공보처가
알림.공보처는 "북한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모스트빅'이 북한에서
장기복수비자를 받았다"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외국인이 이러한 장기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첫 사례"라고
전함. 장기복수비자발급과 관련해 처음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지난 6 월 알렉산드르 갈루쉬크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북한의 리요남 대외경제부 장관 간 대표자 회의에서임. 이밖에도 6 월 회담에서 러시아
회사의 지불방식을 인터넷 및 통신의 러시아 루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의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다른 투자 분야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가 점차적으로 무역 및 경제 협력 실천분야로까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
북한, 러시아 기업투자가들에 비자 제공 및 인터넷 개방
북한 정부가 러시아 기업투자가들에 비자를 제공할 것과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6 월 5 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장관이 양측 정부간 무역경제, 과학기술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공개.갈루쉬카 장관은 북한 정부가 러시아 기업투자가들이 북한에서 사업하기에 필요한 복수
비자 문제 등 일련의 당면 문제 해결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도 수락했다고
밝힘.러시아, 북한은 또한 북한에서 유리한 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 메카니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간 회의를 통해 추가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끝으로 러시아 극동개발장관은 이와 같은 혜택을
북한 정부가 러시아 기업인들에게만 허용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날까지 중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가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받기로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음을 강조.
러시아와 북한, 은행간에 러시아 루블화로 지급시작
10 월에 러시아와 북한은 6 월에 정부간 위원회 6 차 회의에서 이룩한 합의의 틀에서 러시아 루블로 은행간
지급을 시작.양자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개체간의 루블 결재의 전환에 대한 계약 기초가 설립. 계약은
러시아 우파 지역개발은행, 북한 대외무역은행과 북한 통일개발은행이 서명.이런 결재의 가능성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을 현저하게 가속화하고 간편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됨.
D)러시아 기업 '루스기드로' 러시아-북한-한국 잇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 추진
러시아 기업 '루스기드로'가 한반도의 러시아 에너지 보장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잇는 대규모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북한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함.그는 "러시아와 한국, 북한이 삼국간 프로젝트 발전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며 그 가운데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잇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그는 또 "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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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루스기드로'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극 동발전 관점에 있어 한반도의 새로운
소비자 유치할 수 있으며 극동의 관세 정책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주식회사인 루스기드로는
러시아 에너지기업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수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발전회사 중 하나임.
러시아-북한, 한국 참여하 에너지 분야 3 국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는 북한, 한국 참여하 에너지 분야에서 3 국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0 월 1 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리수영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러시아 철도를 이용해 북한 나진항에 세워진 국제물류센터를 언급하면서 나진항 물류센터가 차후
러시아, 북한, 한국 3 국 참여하 시행될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연결된다고
언급. 또한 3 국 철도 연결 프로젝트 실행 합의는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을 거쳐 러시아
에너지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3 국의 또다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러시아 북한 인프라 현대화 투자 규모 250 억달러
북한의 철도 '포베다(승리)' 현대화 러시아 투자 규모가 2 백 50 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러한 러시아의
투자는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강조. 평양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측에서는 '승리' 투자 프로젝트가 북한의 천연 자원 교환 조건에서 무역 및
경제협력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재건축, 광산업 공장 현대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 그는 또 '승리' 프로젝트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량을 10 억달러 높이는 양국 간 협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리영남 북한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승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RIA Novosti

E) 러시아 "극동지역에 경제특구 지정…한국기업 유치"
韓·러 물류협력 포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14 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섬.
알렉세이 츠데노프 러시아연방 교통부 차관은 27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물류·건설·인프라
관련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비즈니스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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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극동지역 선진개발구역(TAD) 14 곳을 지정하고 인프라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TAD 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한 것.
츠데노프 차관은 “모든 행정 장벽을 없애고 전례 없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직접 시장의 룰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이어 알베르트 라키포프 극동개발부
부국장은 “입주 기업에 5 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 자산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며 “고급 인력이 러시아 중앙지역에서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러시아 정부는 다음달 말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극동 지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출처: ITAR-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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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관뉴스

A) 비 사업용 국제소포 관세면제 금액 변경 예정
2014 년 5 월경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온라인 무역거래의 무관세
적용 기준을 변경토록 지시함. 현재 기준은 500 유로 이내의 금액일
경우 비 상업용 소포로 구분되어 면세가 가능하나 향후 150 ~ 1,000
EUR 사이로 면세범위가 변경될 예정임. 대통령 보좌관 Andrey
Belousov 는 온라인 무역 거래시의 관세 면제 범위변경이 있을것으로
발표함. 정확한 변경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세면제 범위가
소포당 200-250 유로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언급함. 이 금액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것으로 예견함. 현재 러시아 우체국 데이터에 의하면 건당 평균 국제 소포 제품가는 약 200 유로이며 .
전체 소포중 80%가 200~250 유로로 거래되고 있음. 변경될 무관세 법규는 2015 년 1 월부터 적용될 예정.
러시아 관세율은 무관세 한계를 넘을경우 30%의 관세율이 적용됨.
출처: TKS

B) 러시아 우체국 정보 데이터 시스템 구축
러시아 우체국은 해외 우체국 기관들과 정보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였고
해외 우체국과 데이타 베이스 공유의 범위를 확장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있음. 현재 러시아 연방 세관청과도 데이타 공유를 진행중임.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적용으로 러시아 우체국의 택배 처리량이 10 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2,5 배 향상됨. 금년 12 월에는 10,11 월 택배물량 대비 2,5 ~3 배가량
처리 속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음.
출처: TKS

C) WTO 에서 러시아 제외 요청
미국 비지니스 사회협회는 러시아가 WTO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WTO 회원국 자격이 박탈되어야한다고 제안함. 한편 무역
대표부 (USTR)와 WTO 는 미국 비지니스 사회협회와는 동일하게
러시아의 WTO 회원국 자격박탈을 제안하지 않았음. 한편 연례
보고서가 작성된 후 미국 의회와 WTO 이사회는 러시아에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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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의무이행 할것을 요청할 예정임.
출처: TKS

D) 세관 일반 현황
- 2015 년 1 월 1 일 키르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가입 예정.
-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에 따라 독일의 러시아 수출액이 2,030 억 유로로
작년대비 16,6% 줄어듬.
출처: T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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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사회 이슈
A)11 월 1 일부터 대중교통 관광 티켓 발매
11 월 1 일부터 모스크바에서 대중교통 관광 티켓이 판매될 예정. 버스,트롤리버스,트램,지하철을 3 일 혹은
7 일간 사용할 수 있음. 3 일짜리 티켓가격은 400 루블이며 7 일은 800 루블. 관광 티켓은 새로 모스크바로
이주했거나 시내이동이 잦은 출장자들에게 유용할 것
ITAR-TASS News Agency

B) 윈터타임 개시
일요일 자정을 기준으로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겨울철(동계)' 시간대로 들어간다. 시계 지침을 1 시간
뒤로 돌려 지금보다 1 시간 늦은 시간대가 적용되며 여름철에도 계속해서 동계 시간대를 유지할 방침.
러시아 정부가 2011 년 '동계' 시간 적용 방침을 폐지한 이후 3 년 만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겨울 시간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러시아는 기존의 9 시간대를 대신해 11 시간대로 구분될 예정이다.반면,
우드무르트공화국, 캄차카, 추코트카, 케메로보와 사마라주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계' 시간대를
적용하기로 함. 일요일 자정 이후로 러시아는 유럽 시간대와 더 가까워짐. 모스크바 시간대 경우
세계기준시와 기존의 4 시간이 아닌, 3 시간 차이를 가지며 이번 년도 새롭게 러시아연방에 통합된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연방도시 역시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겨울철' 시간대로 전환됨.

C)러시아 인터넷 접속 제한하거나, 검열하지 않을 방침
러시아는 인터넷 접속에 제한을 가하거나 검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언급함. 언론의 자유, 정보 공유권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단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 법적 이해관계를 규정하며 인터넷망을 국유화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다른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사례와 같이 인터넷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함. 그는 또한 러시아 정보 자원에 사이버 공격 수가 수배 이상 증가했고 질적으로 국내 통신망과 정보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국가 기관 시설물부터 안전 장치가 요원하다고 강조함.
불법으로 기밀 정보 누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그먼트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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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글로벌 인터넷 차단 가능성 논의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러시아 안정보장상임위원 회의에서 비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인터넷 사업자 차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인터넷 회사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베다모스티'신문이금요일 보도.
베다모스티 신문 소식통에 따르면"러시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우호적 표적 행동'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절차를 밟고
이를 인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러시아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목적은 'ru.net' 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의 IP 주소를
차단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한편, 회의에서는 글로벌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 내부로 잠입하는
첩보행위나 대중선동을 막기 위한 인터넷 차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

러시아, '인터넷 자체 시스템' 개발 착안
러시아 의회가 통신부에 국내 개인이나 사기업을 위한 지침서 작성 및 프로그램,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자체 시스템' 개발을 의뢰함. 이와 관련해 이리야 코스투노프 러시아 안보 및 부정부패척결
국가의원회 의원이 '이즈베스티야'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
“나토측에서 러시아 경제를 파괴시키겠다는 잦은 위협이 울려퍼지고 있다. 인터넷 접속 차단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파장도 예상됨. 인터넷상에서 미국이 관리하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CANN) 활약을 감안할 때 충분이 인터넷 접속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선거 전 인터넷 접속을 일부러 차단시킨 후 이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 정부에 돌릴 수도 있다.이외,
인터넷 차단은 금융, 상업기과,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해할 수 있다.”
인터넷 차단시 국가가 스스로 국민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코스투노프 의원은 덧붙임.
출처 : RIA Nov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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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기타소식
A)2018 년 월드컵 공식 로고 소개
2018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로고가 28 일 모스크바 볼쇼이극장 전면에 투영되고 있음.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이날 러시아 우주인들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로고를 소개함. 러시아 월드컵 로고는 러시아
깃발의 색인 빨강과 푸른색, 그리고 황금색 테두리로 FIFA 월드컵 트로피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
출처 : RIA Novosti

B)러시아에선 매춘부와 결혼하면 감옥 안가도 된다
러시아에서 매춘 혐의로 붙잡힌 남자들이 교도소를 가지 않는 색다른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러시아 피터스버그 지역 하원의원 올가 갈키나(33)에 의해 입안된 법률은 러시아 제 2 의 도시인 이
지역에서의 매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옴. 갈키나 의원은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매춘 고객은 10 만
루블(약 240 만원)을 벌금으로 내든지, 15 일간 교도소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매춘부와 결혼에 동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이 법안은 비탈리 밀로노브 의원이 낸 ‘매춘을 형사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응해 나온 것으로
전해짐. 지역 시민단체들은 칼키나 의원의 제안이 성노동자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 하지만 칼키나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성노동자를 위한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법률”이라고 설명함.
현재 러시아에서 매춘을 하는 남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
출처 : RIA Novosti

C)러시아에서 나이지리아 유학생 에볼라 감염 증상…접촉한 외국 학생 24 명 격리 조치돼
나이지리아로부터 러시아의 펜자로 유학온 학생 한 명이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을 나타내 입원했으며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8 일 보도.
22 살의 이 유학생은 지난 17 일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건축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다고 언론은 전함.이 학생은
도착 후 모두 24 명의 외국 학생들과 접촉했으며 이 학생들 모두 현재 격리 조치됨.
이들은 나이지리아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스크바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 검사 결과는 30 일 나올 것으로 예상.
러시아 보건 당국은 이 학생이 에볼라 양성 반응을 나타내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러시아는
에볼라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백신과 의약품을 갖추고 있다고 말함.
출처 : RIA Nov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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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문화 예술 관련 정보
A)페테르고프 내국인 - 외국인 입장료 동일화 1 년 연기
현재까지 외국인들에게 비싼 입장료를 책정해왔던 페테르고프의 내국인-외국인 입장료 동일화 계획을 1 년
연기하겠다고 메모리얼 에스테이트 CEO 옐레나 칼니츠카야가 전함. 모스크바 박물관의 입장료 동일화는
이미 2011 년부터 시행되어 옴. 1990 년대부터 외국인 입장료 별도 책정을 했으며 러시아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자국민 배려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한것. 2014 년에서 작년보다 방문객 수가 2 십만명이 줄어
약 460 만명이 방문함.
출처: ITAR-TASS

B)러시아 도자기 300 년사
러시아에서 가장 역사 깊은 ‘황실도자기공장’이 270 주년을
맞음. 공장 장인들의 작품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소더비
경매장과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볼 수 있으며,
황실도자기공장의 도자기 세트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테이블을 장식하고 있음.
제조법 입수부터 생산까지 황실도자기공장은 1744 년
표트르 대제의 딸인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여제의 명령에
의해 세워졌다. 엘리자베타 여제는 도자기 생산을 위해
색슨계 전문가 크리스토프 훙어(Christopher Hunger)를
데려옴. 그의 보조는 러시아 최초의 화학자 중 하나이자 저명한 러시아 학자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동료인
드미트리 비노그라도프로 정해짐. 러시아식 도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독일 도자기를 재현해내지도 못해 크리스토프 훙어는
사기꾼으로 밝혀졌짐. 겨우 찻잔 6 개를 만들어냈으며 그나마 품질이
형편없었음. 1746 년 가을 그는 직위에서 해제됐고, 공장 운영은
비노그라도프에게 맡겨짐.
황실도자기공장 제품은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은 물론 몇몇 유럽과
미국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탈린과 파리, 밴쿠버와 뉴욕에
매장이 있다. 곧 오스트리아 빈에도 개점할 예정.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과 '프랭탕' 백화점 등 유럽 유수의 백화점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산 도자기가 진출해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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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그라도프는 1747 년 1 월 귀중한 도자기 제조법을 알아냄. 어떻게 몇 달 만에 유럽과 중국이 철저하게
지켜온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 역사가 콘스탄틴 피사렌코가 쓴 바에 따르면 제정러시아 군대의 알렉세이
블라디킨 준위가 중국에서 비밀을 빼내왔다고 함. 그는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무역(그리고 물론 정보수집도)을
하면서 중국 대신들과 교류함. 블라디킨 준위는 이미 1741 년에 중국의 서책에서 도자기 제조의 비밀을
알아냈으나, 1746 년에야 그것을 러시아에 전할 수 있었음. 도자기는 비노그라도프가 지휘하는 공장에서 바로
블라디킨이 가져온 제조법에 따라 생산되기 시작했고 찻잔의 품질이 중국 것보다 못하지 않음. 러시아 도자기
발명가라는 명예는 비노그라도프에게 돌아갔으나, 블라디킨의 공을 인정해 군대에서 진급했으며 다음 중국행
무역단의 대표로 임명됨.
C)도자기 묘지와 도자기 지하철역
약 300 년 동안 황실도자기공장의 면적은 5.5 헥타르까지
확대됐으며 지역의 명칭에도 영향을 끼침. 공장 옆에는 도자기 역,
도자기 묘지, 도자기 육교가 있음. 가장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역의 이름 또한 이 공장을 기념하여 '로모노솝스카야'라
지어짐.(소련 시절 공장 이름이'로모노소프도자기공장'으로
바뀌었음).
타티야나 틸레비치 황실도자기공장 대표이사가 밝힌 것처럼, 현재
공장에는 약 1,200 명이 일하고 있음. 연질자기(동물상 ), 경질자기
및 본차이나 공장 등 세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음. 본차이나를
재료로 한 제품들은 매우 얇아 말 그대로 빛이 투과될 정도.
황실도자기공장의 유럽 주요 경쟁사는 영국의 '웨지우드(Wedgwood)'와 독일의 '마이센(Meissen)'이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이미 오래 전 생산시설은 동남아 국가들로 이전하고 유럽에는 브랜드와 디자인만 남겨둠.
"황실도자기공장은 생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브랜드 중 하나이며 우리 제품은
이미 270 년 동안 생산되고 있는 이곳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과 기술장비, 노동력이 러시아 국적이라면
원료는 해외, 즉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위기를 맞자 공장은 원료를 1 년치
미리 구매해야 했다. 우리는 이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매장 몇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운영을 중단했다. 매장 경영자들은 앞으로도 협력하길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고
틸레비치 대표가 말함
출처: ITAR-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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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러시아인 이름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고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아이들에게

‘코소이(Косой,

러시아인들은 왜
사팔뜨기)’나

‘즐로브니(Злобный, 심술쟁이)’같은 이름을 붙였을까?
러시아 차리들의 ‘아명(домашнее имя)’과
‘진명(публичное имя)’은 무엇이었을까? 왜 어떤
이름들은 금지되었을까? 자세히들여다 보면 러시아인의 이름은 역사,
문화, 관습이 얽히설켜 있는 복잡한 공식과 같음.
별명(прозвища)
러시아에서 이름을 짓는 전통은 기독교 도입 훨씬 전부터 나옴. 관습과 습관, 외모, 주변 환경과 관련된 말이면
무엇이든 이름이 될 수 있었음. 출생 순서에 따라 지은 '페르보이(Первой, 첫째)', '프토라크(Вторак,
둘째)', '트레티야크(Третьяк, 셋째)' 등 숫자와 관련된 이름들이 있었는가 하면,
'체르냐바(Чернява, 검둥이)', '벨랴크(Беляк, 흰둥이)', '말류타(Малюта, 땅딸보)' 등 외모
특징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었고, '몰찬(Молчан, 말수 적은 사람)', '스메야나(Смеяна, 잘 웃는 사람)',
'이스토마(Истома, 무기력한 사람)' 등 성격 특징들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었음. 자연의 동식물과 관련된
'비크(Бык, 황소)', '슈카(Щука, 꼬치고기)', '두프(Дуб, 전나무)' 혹은 '로쥐까(Ложка, 숟가락)',
'쿠즈네츠(Кузнец, 대장장이)', '슈바(Шуба, 털외투)' 등 수공업 관련 이름들도 있었음. 이름은 시간이
흐

르

면

서

더

적

절

한

다

른

이

름

으

로

바

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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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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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또는 타인에게서 부정(不淨) 타는 것을 막기 위해 '네크라스(Некрас, 못난이)', '즐로바(Злоба,
악의), '크리프(Крив, 외사팔뜨기)' 등 일부러 없는 결점을 만들어내 이름을 지어주는 일도 잦았으며 이름을
천하고 나쁘게 지어주면 아이가 부정을 타지 않고 무병장수한다고 믿음. 이미 '코소이(사팔뜨기)'인 아이가
사

팔

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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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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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의 세례(고대 러시아의 기독교 수용)'와 함께 기독교식 이름이 도입됐지만, 이러한 별명들은 사라지지 않고
보조적인 이름으로 살아 남음. 별명은 하층민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공(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네바강의 알렉산드르), 계몽시인 시메온 폴로츠키(Симеон
Полоцкий, 폴로베츠 사람 시메온), 모스크바 공후 이반 칼리타(Иван Калита, 돈주머니
이반)처럼 귀족층에서도 사용됨. 이같은 별명은 널리 사용되다가 표트르 대제(1 세)에 의해 금지. 그러나 이미
1 5 세 기 부 터

이 러 한

별 명 은

가 문 의

성 ( 姓 ) 으 로

바 뀌 기

시 작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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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인(二名同人)
14~16 세기 러시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날이
추모일인 성자를 기려 그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임.
공식적인 이름인 '진명'과는 달리 이러한 '정교명'은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서만 사용됨. 예를 들면, 짜르
바실리 3 세의 정교명은
가브릴(Гавриил)이었고, 그의 아들 이반
뇌제(Иван Грозный)의 정교명은
티트(Тит)였음. 친형제들의 진명과 정교명이 모두
같은
희한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음. 이반 뇌제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공식석상에서는 둘다 드미트리, 친지
사이에서는 우아르(Уар, 초기 기독교 성자)로 불림.

러시아 이름 인기 10 순위 (남자,여자)

정교명을 짓는 전통은 류리코비치(Рюрикович) 가문에서 시작됨.
로마노프 왕조 이전까지 고대 러시아를 통치했던 류리코비치 왕조의 대공들은 '현명한 야로슬라프게오르기(Ярослав-Георгий Мудрый)' 또는 '블라디미르-바실리
모노마흐(Владимир-Василий Мономах)'처럼 이교에서 유래한 이름과 기독교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음.

"이바노프, 이바넨코, 이바노비치..." 러시아 성(姓)에 담긴 의미
류리코비치 왕조에서 이름은 두 개의 어원을 가진 슬라브식과 스칸디나비아식 두 범주로 나뉨.
야로폴크(Ярополк, '불(яр)'+'부대(полк)'), 스뱌토슬라프(Святослав),
오스트로미르(Остромир)같은 이름이 전자이고, 올가(Ольга), 글레프(Глеб),
이고리(Игорь) 같은 이름은 후자임. 본디 이름은 오직 대공 가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14 세기에 들어와서 일반에 통용되기 시작함. 가문을 나타내는 '혈통명(родовое имя)'은 정해진 틀을
따라야 했음. 예를 들어 조부가 운명하려는 순간에 갓난 손자가 있다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에게 붙임.
하지만 살아있는 형제에게 같은 이름을 붙이는 일은 허용되지 않음.
중세 러시아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슬라브식 이름은 과거로 사라짐. 심지어 금지 이름 목록도
존재했는데, 가령 야릴로(Ярило)나 라다(Лада)처럼 이교와 관련된 이름들에는 특별 금지령이 내려짐.
류리코비치 가문에서도 왕조에서 내려온 이름들 대신에 기독교식 이름을 붙이게 됨. 러시아에 기독교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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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 장본인인 블라디미르 대공은 세례 당시(988 년) 바실리, 그의 조모인 올가 대공비에게는 옐레나라는
세례명이 주어짐.

로마노프가(家)의 이름들
예카테리나 여제(2 세) 통치기에 로마노프 왕가의 이름에 일대 전환이 있었음. 그녀는 세 명의 손자에게 성
니콜라우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공을 기려 각각 니콜라이, 콘스탄틴,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을 지어줌. 세월이 흘러 로마노프 가계가 확대되자 거의 잊혀진 왕조 이름인 니키타, 올가, 심지어
교회달력에도 오르지 않은 로스티슬라프(Ростислав)라는 이름까지 등장.
조상을 기려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음. 로마노프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선조의 관습을 따름.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르, 표트르라는 이름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 하지만 표트르
3 세(1728-1762)과 그의 아들 파벨 1 세이 암살된 이후 표트르와 파벨이라는 이름은 사용이 금지됨.

러시아 작가들의 성(姓) 그 유래와 작중 인물 작명에 얽힌 이야기
이반이라는 이름이 보통 명사화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 제정 러시아에서는 농민 세 명 중 하나가
이반이었다. 게다가 신분증 없는 부랑자들이 경찰의 손에 걸려서 '혈통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름은 뭐냐?' 하면 '이반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혈통 미상의 이반(Иван, не
помнящий родства)'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기도 함. 유대교 기원을 가진 이반이란 이름은
오랫동안 통치 왕조 가문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반 1 세 때부터는 류리코비치 가문의 군주 네
사람이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짐. 이 이름은 로마노프가 사람들도 사용했지만, 1764 년 이반 4 세(뇌제)의 죽음
이후로 사용이 금지됨.

'블라디미르의 아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중세 러시아에서 혈통명의 한 종류로 부칭(父稱)을 사용한 것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표식임.
귀족이든 평민이든 자신을 가리켜 '표트르의 아들 미하일' 식으로 소개. 또 부칭에 '-의 아들'을 가리키는 어미 '이치(-ич)'를 덧붙이는 것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으로 여겨짐. 예를 들자면, 류리코비치
가문

사람들이

스뱌토폴크

이쟈슬라비치

같은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음.

19 세기부터는 신흥 인텔리겐치아도 부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농노제 폐지(1861 년) 이후에는 농민들도 부칭
사용이 허용됨. 이제 현대 러시아인의 삶은 부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 부칭은 존칭이기도 하지만, 이름과
성 이

똑 같 은

사 람 들 을

구 분 하 는

데 도

필 요 하 기

때 문 .

출처: ITAR-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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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두샤’와 ‘두흐’, 같은 듯 다른 러시아어의 두 단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영원불멸의 비물질적 실체가 내재해 있음. 러시아어에는 이를
가리키는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두샤(душа)’와 ‘두흐(дух)’라고 함. (전자는 한국어의
‘마음’. ‘혼(魂, soul)’, 후자는 ‘정신’, ‘영(靈, spirit)’에 대응됨)각 단어는 나름의 의미적 뉘앙스와
연상구조를 갖고 있음

신에게 바치는 것, 두샤
'두샤'는 감각적이며 감정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인간적인 특징임. 조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두고 '그들은
혼연일체로 (마음이 맞게, 화목하게) 산다(Они живут душа в душу)'고 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을 두고는 '마음이 넓다(широкая душа)'고 하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마음을 열어제친 사람(душа нараспашку)'이라고 한다. 안톤 체홉의 단편 중에
'두셰치카(Душечка)'란 작품이 있음 (한국어판 제목 '귀여운 여인').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삶의 활기를
띠는 여주인공 올가는 세 번의 결혼생활을 하며 그때마다 남편의 일에 철저히 동화된 삶을 삶. 그래서
'두셰치카'는 몰개성하며 남성에 의존적인 여성의 심리유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됨.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마음에 드는(по душе)' 것이며, 자신의 일에 '혼을
불어넣으면(вложить душу)'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음. 반대로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당기지 않는다(не лежит душа)'고 함.
깊은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은 '(영)혼을 사로잡는다/매료시킨다(брать за душу)'. 예를 들어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는 '심금을 울린다(задушевный)'고 하며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접하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отвести душу)'. 그런가 하면 오래 전 잃어버린
가족을 상봉시켜주는 인기 TV 프로그램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От всей души)'임. 이러한 개념은
은유적인 의미로 광고에도 쓰이고 있음. 한 러시아 초콜릿 브랜드의 카피문구는 '마음이 넉넉한(인심 좋은)
러시아임 (Россия – щедрая душа)' .
마음과 몸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마음은 몸의 상체
어디엔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래서 뭔가에 크게 놀라면 '혼이 발뒤꿈치로
달아났다(душа ушла в пятки,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함. 흔히 느낌, 감정 하면 심장을 떠올리므로
마음, 혼이 심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음. 하지만 마음이 머리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도 있음.
미친/실성한 사람을 '마음이 아픈(душевнобольной)'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 사림이 죽는 순간
혼은 육체를 떠남. 그래서 죽음을 두고 '신에게 혼을 바친다(отдать Богу душу)'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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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안 좋을 때 '(영)혼을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는 것 같다(На душе кошки скребут)'고
표현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속을 탈탈 털어도 한 푼도 없다(У него за душой ни
копейки)'고 함.

육체적 만족 너머 있는 것, 두흐
'두흐(дух)'는 '숨', '정신', '영'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엄청난 속도감(예를 들어 산악스키를 타고 활강할
때)을 표현할 때 '숨이 멎는 듯하다(дух захватывает)'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는 호흡이
곤란하다는 뜻.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숨이 넘어가도록 질주하다(мчаться во весь
дух)'라고 표현할 수 있음.

번역 불가능한 러시아어 단어 '포실로스티'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일을 앞에 두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정신(패기)이 부족하다(духу не
хватает)'고 함.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기(боевой дух, 전투정신)'이 충만해야 함. 한편
은유적으로 '숨을 거뒀다(испустил дух)'또는 단순히 '숨이 달아났다(дух вон)'라는 표현을
빌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음(이 두 표현은 현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두샤'와 비교하면 '두흐'에는 종교적 요소가 훨씬 뚜렷하게 강조돼 있음. 이는 무엇보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중
(성부 및 성자와 나란히 있는) 하나가 '성령(Бог Святой Дух)'이기 때문. 그리고 '영(дух)'과
관계된 것은 몹시 엄격한 금욕주의적 성격을 띔. 영이란 세속과 일상의 대척점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 '영적으로
부유한(духовно богатый)' 사람의 내적 위계질서를 보면 비물질적 가치가 물질적 이익과 육체적
만족보다 위에 있다 (굶주린 사람에 대한 풍자적 표현 중 하나가 '성령으로 배를 채우다(питается
святым духом)'). 러시아에서 성직자를 '영적인 자 (духовное лицо)' 라 하며, 이들을
가리키는 일반용어인 '사제'는 러시아어로 두호벤스트보 (духовенство)' 인데, 이는
'영적계급'이라는 뜻임.
'정신(영)적인 것'을 뜻하는 '두호브노스티(духовность)'라는 단어는 특별한 뉘앙스를 갖게 됐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그 반의어인 '베즈두호브노스티(бездуховность)'가 더 자주 사용됨. 보통 (참된
가치에 대한 관심을 대체하는) 대중문화 상품의 확산을 비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됨. 심지어 더욱 고상한 이익,
즉 종교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견딜 수 있는 러시아인의 특징으로 러시아적
'정신성'이 자주 언급됨. 그러나 이 단어가 풍기는 과도한 파토스 때문에 소련 시절 인텔리겐치아들은
'두홉카(духовка)'라는 단어로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대체하기도 함('두홉카'는 가스오븐렌지의 오븐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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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의 정신세계
초의 기계번역 프로그램 개발 당시 언어학자들이 테스트를 위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Дух
бодр, плоть же немощна)'라는 성경구절을 고름. 개발자들은 번역 프로그램에 먼저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하도록 함. 그 결과 '보드카는 맛이 강하고 고기는
부드럽다(Водка крепкая, а мясо мягкое)'라는 결과가 나옴.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이 없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삶에 참여하는 존재들을 '두히(духи, 유령)'라고 부름.
착한 유령도 있고 나쁜 유령도 있음. 한편 1980 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소련 군인들은 그들에 맞서 싸운
아프간 전사들을 '유령 (духи)' 이라 부르기도 함 (이슬람 반정부 게릴라 전사들이 스스로 자신을 일컫는
'두시만 (душман)'이란 단어를 희화해서 부른 말).

D)러시아 유제품
러시아 유제품 종류는 건강 다이어트 음료로도 진한 케피르 혹은 랴줸까부터
거품이 나는 아이란까지 매우 다양함. 코티지 치즈인 뜨바록은 그자체로도
고소하고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뜨바록을 응용한 몇가지 레서피도 있음. 가장
흔히 먹는 방법은 뜨바록에 스메따나 (싸워크림) 와 과일잼 (바례니예)를 함께
섞어 먹는 것
뜨바록은 코티지 치즈 혹은 커드치즈, 파머치즈와 유사함. 이들과 구별되는 러시아 뜨바록의 특징은 응고된
알갱이가 있다는 것임. 다시말해 훼이 (whey)가 커드에서 분리된
사워밀크 (sour milk) 를 농축시켜놓은 것이라 할 수 있며 더
정확하게는 쿼크치즈와 코티지 치즈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진과 같이, 뜨바록은 알갱이가 있지만 코티지 치즈보다는 작음.
특히 단백질 함량율은 우유와 소고기보다 높으며 (16~18 g
/100 그램) 고칼슘과 비타민 B 4, 인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은 수퍼푸드로 인식됨. 러시아인들 강철
체력의 비결.뜨바록을 먹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음. 아침 팬케익인 시르니끼, 자뻬깐까에 뜨바록을 넣어
오븐에 굽거나, 바트류쉬까 케익

왼쪽 코티지,오른쪽이쿼크,가운데 뜨바록

혹은 전통 부활절 음식인 빠쉬까 , 달콤한 속으로 채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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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바록 자체로도 러시아 아침식탁에 거의 매일 오르는 메뉴이며 기호에 따라 스메따나 (사워크림),견과류, 잼,
꿀,과일과 겯들어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음.

달콤한 속으로 채운 만두(속은 뜨바록으로 채움)

스메따나는 러시아 요리에 흔히 사용되며 흔히 사워크림으로 알려져 있음.
 팬케익의 소스로 코티지 치즈 팬케익인 시르니끼 혹은 짭짤한 감자
팬케익인 드라니끼와 같은 팬케익 소스로이용되며 뻴메니와 바레니끼와 같은
만두요리에도 같이 나옴
 샐러드 소스
 보르쉬와 같은 수프 위에 얹어서 나오거나 소스로 나옴
 스튜와 같은 캐서롤 소스


크림과 디저트의 베이스



뜨보락과 함께 아침식사 대용



우크라이나,벨라루스,폴란드 음식에도 널리 사용



지방함량이 높기때문에 고온에서도 우유와 액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creme fraiche 와 구별됨

아이란은 발효 유제품 음료로 요구르트로 만들어 약간의 거품과 신맛이 남. 갈증에
매우 좋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북코카서스의 아르메니아 그리고
터키지역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실 정도로 매우 인기있음.
아이란은 더위에 지친날 에너지 부스트 역할을 함. 아이란과 비슷한 탄
(tan)이라는 음료도 있음.
커드 스낵 (러시아어: ‘글라지로반늬 싀록’
“глазированный сырок”, 뜻: 광을 낸
치즈 )은 작은 사이즈의 유제품 스낵으로 압축한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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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드치즈와 쿼크 치즈로 만들었으며 겉에는 초콜릿에 유약을 발라 매끈하며 약간 언 상태로 판매됨. 커드 스낵
속은 양귀비 씨와 연유, 잼으로 채워지며 디저트로 남녀노소 불문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식품.

케피르는 발효유로 유기농 건강 부스터라 할 수 있음. 요거트와 맛이
유사함. 장수로 유명한 코카서스 산맥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지역민들은
케피르를 신의 선물로 여김
- 케피르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


미생물: 유산균,이스트



비타민 혹은 프로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D,비타민 K2, 엽산



미네랄: 칼슘,철, 요오드

오늘날 케피르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디톡스용으로 (독소배출) 사용됨 . 이때 견과류와 야채,
메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음.
맛이 너무 톡 쏜다고 느껴지면 달콤한 과일과 함께먹으면 신 맛을 줄일 수 있음.
랴줸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유제품 음료로 역시 요구르트와 유사함. 크리미한 색깔에
맛도 좋아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건강 음료로 각광받고 있음. 랴줸까는 우유와 거의
비슷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화흡수율이 우유보다 좋으며 특히 단백질 ,칼슘, 인
함량이 높음. 맛은 케피르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로리는 더 높은편 .
랴쥔까는 구운 우유에 특변한 산패 발효제를 첨가한것 . 구운우유(또쁠렌나예 말라꼬)는
매우 오래 전 러시아 시골 마을에서 구운우류 주전자를 오븐에 넣고 표면이 갈색으로
변할 때 까지 하루나 밤을 지낸뒤 꺼내는 방식으로 만듦 . 우유의 색깔과 맛이 변하면서 식감도 더 입안에 더
오래 머무름.
출처: MyRussianFood.com, healthyhappyhelping.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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