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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올 것， 4) 티국적 F 기에 디l 한 신 JL서를 제줄딴 지일 것， 5) 1.1，1λ1 아 

어 구사능력이 있옴 깃 

5년 이싱 거주와 러시아어 f사능픽응 잉 f하논 새 R운 시민범 Ö i;'c 인해 

와국이의 허사이 국석 취득요건은 대폭 강화미었나 둔제가 미는 깃온 ]구소련 

f직자늘쿄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을 희만하논 이글이다 신염은 

이비한 지들을 위해 긴 fτ 절치’를 도엽히i 았디(세 14조) 긴스절치는 5닌 이 

싱 거주R 긴파 싱깐:없이 즉시 f직쥐끽응 한 수 있논 경우어1 직용되는네， 다 

음괴 같븐 두 가지 요건 중 히니를 풍츄시치야 한디‘ 1) 부모 중 최，~~ 1 인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호서 허사이 국빈이 경 우， 2) 낚국석자호 남서있는 구소련 

국민인 정우 

2002 년 새노운 시빈볍의 도입은 지]와리시아인 정잭의 급걱젠 서회듀 의 wl 

한다 무엿보다도 ‘농포‘에 대한 1내려기 크게 깅소하였다 ‘간소실차’기 도입뇌 

았지만， 구소련국민으호서 우국석사이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러시아 국민의 사 

니에 한정뇌고 있다 이 법인P 도 인해 증잉아시아 지역 Ö~ i;'c부터 이주해 온 

한인들이 이사아 국적올 취득할 가능성은 크케 제만되었디 왜냐히연 많은 한 

인글이 무 f직자R서 라시아어] 이주한 것이 아니라1 중잉아시아 커기글의 f 
석사의 사각으보 리시아에 입국하여 체 -N-시간이나 비사기간이 만효미고， 사산 

성 갈연 '11 류자균서 무 f직자나 다을 바 없는 처지기 되었기 l애 E 이다 이늘에 

게는 2002년 도입된 ‘간소저자’가 석 양미지 않는 깃이나 

2α2년 시민연의 간소실차 대상이 제한직이기 때E 에 이러한 법뉴성응 통 

해서는 이사아 국적취득괴 관민히여 비 λ1 아에서 발생히 i 있는 여시 가지 문 

제늘응 해실한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X)3년 II 월 법개생이 이루 

아졌디 이 기l 쟁으포 인헤 통법 제 14조의 간?절치의 적용대상븐 디음괴 같이 

'l.게 확대미있나 1) '1모 증 1인이 리시아 국민으호서 허 λ1 아 영-"'- 내에 영 

구기주히 고 있는 지(l-a헝 J ， 2) 무국적지도 낚아있는 구←민 국민(l-b힘1) ， :3) 

2002년 7 원 l 익 이후 라사사 ílL육 I1 관에서 증둥 흑은 고둥 진운 ílL육옴 받은 

자R서 f소련 f기의 f민인 자(I-c항)， 4) 러시아사회주의인방공화칸 승생 

자보서 구소랜 국석자(2 ιi항 J ， ')) 려시아 여빙국석사와 3년 이쌍 훈이꽉 ;jl 에 

였는 자(2-b항)， 6) ， ι농능익이 없논 자R서 1ι농능럭이 있논 러시아 →f자의 

지녀를 둔 지 (2-c헝)， 7) 2CXJ2닌 7윌 1일 현새 버시아 연방 영도 니]이11 /lío 

늠옥이 원 자긍서 1，-:잉능픽이 없거나 무커직자균 낭아있논 뉘소련 f민 c，항)， 

8) 2002 닌 7윌 l 임 현써 이시아 연방 영도 니l 이1 기주등록이 되이있기니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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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히 JL 새이? 만인들이 비시아 국적을 취특히기 위해서는 구 f민 국적지 

이었거나 츄생사라는 최소한1 익 증맹사료가 띤요하였나 L려나 빈속분생 시역 

에서 황나히 이주하연서 증명서듭 제대묘 책기자 봇했거나1 새균운 경직자에 

서 생활하는 파정에서 증벙서유 분심힌 이든‘ 또젠 여바익 사정으노 러사이에 

서 거주늠독응 하지 옷한 이듬은 러시아 커가응 쥐니하지 옷하였다 날돈 원 

때의 /]추지이] 가서 증1성서를 발급반아\J_ 1건 되지 1사 1 생꺼]휠똥을 중단히고 긴 

여행응 하는 네서 발생하는 비용 묘제 애실이 어려응 뿐만 아니라 신분증과 

비지 엽이 국정 을 넘니듣기는 더걱 용이히지 않은 힐이디 

단째， 러시야의 시민뱀에 대한1 정보와 이해가 부속힌 경 F도 상팅수 있는 

것으포 I! 인디 이1..'，1 한 현상븐 특 0] 시깐맙이 강화된 2002닌 이후 두드시진 

나 이유 너)변‘ 동북아평화여대 우수퍼스감 시부에 금무하는 강 니끌라이는 

한인 기운디1 승생응응 잃어꺼내렌 사감이 앉아 신분확인이 인 돼 ‘임시거주늠 

하’음 봇아는 사에가 댐나고 힌나 [l 옥이 펙든 경 우는 중앙아시서에서 이수 

듭 하려먼， 은행 잔액이 1 천 날러기 있어야 하고， 거주 커기에서 빙범 사실이 

없었응을 증벙히는 서류를 갖추이얘 히는데 그 절치가 복잡히디Jl. 이야기히 

고 있다꺼 이 경우‘ 출생증명서기 없는 경우는 커직 41 나이 어려운 세 사실이 

나 하지만 은행자고약 범법사산이 없다는 증명서 둥은 개이주유 회맹하는 히 

인글에 ;11 논 애당 사항이 없는 정우기 많다 왔냐하띤 이늘 증 상당수기 뉘소 

랜지역 추생사딛노서 ‘간소희 7가사‘의 작 양음 받고 있았 1] 고 젠나 이 경 우 

신 성서， 여권 혹은 신분증영서， 출생증명서 혹은 흔인승명서 커직포기승명서 

/]추등록증 등 1사 있으1건 국적취득신청이 가능히였디 셋g진 딛비가2닌 이후의 시 

민범에 따라 간소화 실자’의 대상이 되려연 2002년 7월 1 일 시싣에 러시아에 

거주히고 있었디는 사실을 증벙해야 한디 그 이후으1 시추등록증븐 효력이 없 

나 따라서 이 시적 이후에 러사이에 。]수해 은 젠이듀어1 꺼] ‘간소회 7가자‘는 

아무민 의미가 없디 

‘간소화 저자’는 2009년 1원 1역사로 사산상 건략이 중반π1 었다 판， 누 가 

지 경우논 예외이다 것째， lmlD년 2월에 새실핀 스약에 따라 벨라푸시， 카자 

흐간다， 키근 1] 즈깐다 국민1 드은 여진히 간소회 저자의 대상이나 속， 카자흐간 

탄과 기르기스스탄 거주 한인늘의 경우 간소화 실차에 따라 러시아 거주 기 

긴괴 상관없이 신청서， 신꾀증， 출생증냄서 흑븐 혼인증1성서 등아 있으1건 국 

7l 신신욱， 99-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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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취득신청올 할 수 있디 툴째， 2(XX)닌 미)등떤령이il 1마피 "1 민된 ‘해외 통핀f 

으} 라시서 연냉으호의 사멘석 이수에 대힌 프호」랙”에 참가선칭음 하고 리 

시아 성부도부터 ι 인응 받은 이 늘어1 끼는 간소화 실차기 직용핀다 중잉아시 

아 젠이든은 이 도노 L랩에 착여힘 수 있나 」러나 뒤에서 상펴보겠지만‘ 히 

인글의 재이주 지원책P 도서논 크게 마홉하다 

3. 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이중국적 제도 

재이주을 희만하논 한인늘의 입상응 고려해 본 띠1. 이중 f직의 허용은 많은 

문제들올 해걸헤 줄 수 있디 것째， 강세이주피는 비극적인 이쟁을 )등해 중앙 

아시이에 정착하끼는 하였지만， 힌인튼은 60여년이라는 끼 λ1 간 동안 이 시역 

에서 생계를 꾸려왔으며， 가측괴 진지를 또함히는 디영한 인긴관게를 행성히 

여 왔마 태어나서 사단 곳이사， 생합의 터진인 시역 사회약의 반저옴 익정정 

도 해소하고， 자유문운 양래듭 보낌하는 제?ι 가 성치의 손재여부논 보다 폭업 

은 이주의 /1 회글 재공갚 수 있나 둘째. 2002년부터 2이)9년 1 월 1 일까지 ‘간소 

화 절치 1 를 퉁허] 이선 국적을 Y. 기히지 않고도 이시아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니까지나 힌시석인 조시있나‘ 꺼)나까 ‘간소희 전사1에 대히 

이허]의 수준도 농지 않은 팬이디 그[랴 JL 긴~화 절치가 아닌 일빈적인 절차 

듀 봉해 라 λ1 사 국석 취득 선칭옴 아시 위해서는 먼저 이진 국석음 포 ;1 했나 

논 공승서류듭 집부하여야 하는니1 ， f 직 쥐나어1 상당한 시간이 길힐 뿐민 아 

니라 국석 취득 여?까 븐분벙젠 상황에서 이진 국석 포기는 쉽게 선택낌 수 

였는 옵션이 아니다 이증 f직거1-' ，:논 f직쥐니 실페에 대비하논 보혐의 생객 

을 띠 JL 았디 셋째， 이사아 국적을 취득히는 데 성공했디 해도 시]도운 지역 

에서의 정삭 역시 성공자이라는 보성은 없다 실제 R 인해주에 재이주해온 많 

은 한인들이 안정적인 작업괴 ?기지를 획 11 히지 뭇히 JL 있으며 이들 중 일 

부는 중앙사시아호 미등아가고 있나‘ 이 경우 이중 국석 히양은 국석 포시와 

취득을 빈꾀히는 이1 필요한 λ1 긴괴 수JL를 정감시키줄 뿐아 아Ll 비 정착 실 

패에 대젠 심석 부딛음 견게 얀희 λ1 씌 수 았나 

그랴나 뉘소련 f기글 사이에서 이중 f자의 채택은 매우 제한직 Öi;'c 이루 

어지고 있나‘ 엔치 시 111 터 러사이여빙정부는 구소련 국까듀과 이중국석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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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체걸히기 위헤 노력헤 왔지까 긴 성공을 기두지는 핏히i 있디 이는 

수댄 국가튼이 이증 되석옴 가꺼 사국 거수 러시아인든올 봉해 리시이의 영 

행픽이 섬루한 것응 우려한 nll~ 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 f의 헨엄과 

λ1111 엮옥 통해 보나 자세젠 내 양옴 삼이보자 

러시아 

라사이연빙 헌벅은 조건부호 이증국석욕 히 용파고 았나 62조 1항에 따」근 

연， “이시아연방 국넌은 연방입괴 국제조약이1 의 /1 히여 외국정우의 국적(이중 

국 석)음 취득힘 수 있나 ’ 동조 2항에서는 ‘ 여바의 연빙 볍파 국제조약어1 명 시 

뇌지 않논 한， 러시아인방 →f민의 외→f f직 보유도 인해 그의 권리와 자유기 

취해미시 않으띠‘ 러시이되빈으노서의 의무사항이 변세미시 않는나” 한14t 시 

민범 저] βf에 !1~ ~일한 it 성이 명시놔어 있다 6죠 l 항에 따르띤 “외 f -f 직 

을 1! 유 만 1.1_1 시아연방 국넌은 국세조약이니 연방냄에 벌도로 규정된 정우 를 

제외하고논 오식 랴시아 커민인 것 P 도 간주한다’ 농 깐 2향에 따브언， “랴시 

아연방 국민의 티국적 취득으도 인헤 이시아연방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디 ” 

또힌 13조 1 항에 따근먼 잎반석인 전자은 동해 라시서 국석올 취득하시 위해 

서는 연빙볍이나 국재조약에 변도노 규정된 경 우듀 제외파고는 외국 국석올 

포기해야 한다 

1.11 사아 헌법피 시민법이1 규깅된 이중국적은 디 i → 국가들에 비해 꽤 복잡한 

편이다 간단히 /성리하자띤 다음파 같은 의미을 지닌다 것~~‘ 라시아 f작응 

보유한 사람은 누f나 다른 f기의 f작응 주1 니한 수 있다 타낙지 주1 니에 따 

른 지번이냐 분이익은 즌재하시 않는마 나만‘ 라시아 국내에서는 바국석의 건 

역이 인깅되지 않는디 물껴1 ‘ 터국적지는 1.11 사아국적올 취득함에 있이 。l 선 국 

지응 포기하여야 한다 주의한 심은 시민법 14，;，에 따라“간소화 실차’의 대상 

이 디는 구소랜 축↑1 사ξ ，" 13조 1항의 석 용옴 받시 않는다는 검이나 즉‘ 중 

앙아λ1 아의 한인들은 긴스화 절차의 미상이 되는 정우 원직적으로 국적 F 기 

없이 ι1 시아 국적올 취득할 수 있디 셋찌]‘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을 1! 쥐히기 

위해서는 타 f 성부기 사민맨응 통해 혹은 랴 λ1 아와의 f게 fε약응 통해 이중 

국석옥 허 용하여야 젠나 중앙아시아 국 /}ξ 중 헌볍과 λ1 민벅옴 동해 이증국 

적을 에용히는 사려]는 2010닌 현새 카프기즈스탄이 유 임히디 투프크미]니스틴 

은 이중 f지 판련 f항응 20m년 폐지하였다 또한 라사아파 이중낙지」간련 f 
제조약옴 체격한1 국 I}는 바시키스탄과 키 2;1즈스탄 누 냐라이마 파거에 투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Таджикистан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вопросов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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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는 점을 Jl펴한디면， 이사아연방"1 01충국적관민 국제조약을 처]걷할 가능 

생은 희박하다고 한 수 였다 

타지키스탄 

바시키.'-다 역시 이중국 석은 국지]조약에 의해서만 인정미고 있다 L려나 

카자흐스탄이니 우즈베키스딘이] 비히] 이중국적이1 디]깐 엽장은 I!→디 적극적이 

라 한 수 였다 이는 앞의 두 나라기 언범에서논 이중→f가 기능성응 부인하딘 

서， 시민법의 한 깐항에서 커저I ，{c 약에 판해 언냥하고 있논 반딘， 타지기스탄 

은 헌벅에서부터 국재조약에 믹한1 이중국석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 병 λ1 하고 

았기 때문이디 헌법 15조에 띠프1건， “티지키스탄 국민익 터국 정부 국적 • 
속은 허용되지 않뉴다 타지기스탄 연블과 커제 깐약에 의한 경우논 예외균 한 

나 ’ 또젠 λ1 빈벅 47조에는 바시키.'-다 혀행법과 쌍이건1 국재조약의 큐정이 

츄새할 정우， 국세조약으1 η 쟁이 적용된디 i 영시되이 있디 

키급기즈스탄 

키딛 끼즈/-단은 2010년 혀지} 유임하게 이중국석음 이정파는 중앙서사이 국 

가이다 워래는 이중국석음 이정하시 않았았는터1 ， 200:5년 시민뱀이 개정됨에 

띠ì!-1 이중국적이 공식적으도 허용되었디 키르기즈스턴 한법 20조는 충앙아시아 

커기이기르기스스탄 공화f의 법블파 f저] 깐약에 의거하여 기브기스스탄 공화 

국 국민인 사딛의 l까국 정부 국 석에의 소속이 ~l 정된나 ’ 힌펴， 시빈뱀에는 

좀는더 지세한 규정。] 이민되이 았디 동맙 ()조는1중앙는 이충국적괴 관런히여 

디유피 같이 규정히 i 있디굉가이현행맙괴 국세조약에 띠리 수립된 법안에 의기 

하여 인성되는 경우듭 예외균 타 f직응 보유한 기브기스스탄 공화커 f민은 

오직 키 j딛시갇간다 공희국 국민1으호만 이정된다” 이중국석에 대젠 이라젠 규 

정은 이1 시아연방의 규정괴 기의 뛰어]의 공식게디가 영국븐 국적취득이1 있이 긴 

소화 실차에 대한 죠약응 시1 실한 바 였다 따라서 범률상 。 iê_만 따진다띤 양 

국의 국l?l 은 상대냉 국 석음 자유 d거1 취득낌 수 있나 뭔론 양국 모누 바국석 

보유유 지버아지는 않지만， 사국 영-"'- 내에서 파국석옥 국석음 자유 d는 히 

계는 있디 그이니 우비지도 잉국을 쟁때히는 것이 가능할 뿐아 아니과 1 잉국 

니설구 F성된 냉갱이며 f 목련국가연합 국가늘 중에 반러시아적 성헝을 지닌 국가 

득을 일컨능 용어이다 나섯 개 각 /1 즉↑ 우즈베카스탄은 상황에 띠라 구얀에시 깨 

가기'ié 하뉴디1. 이 갱 우011 는 C;lAM이랴뉴 l영갱이 사용된다 



국가 헌법상 규 타사항

러시아
이 국 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조약에 거하지 않 이 국 경우- ,

토 내에 러시아 국 만 인

르 니스탄과 이 국 조약- 1993

체결 시한 만료(2003 )

타지키스탄과 이 국 조약 체결- 1995

카자

스탄

이 국 불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우즈베

키스탄

이 국 불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타지키

스탄

이 국 불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러시아연 과 이 국 조약 체결- 1995

키르

즈스탄

이 국 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조약에 거하지 않 이 국 경우- ,

토 내에 키르 즈스탄 국 만 인

시민법 채택 이 지는 이 국- 2005

불인

르크

니스탄

이 국 불인-

국 조약에 따른 이 국 인-

러시아연 과 이 국 조약- 1993

체결 시효만료(2003 )

이 지는 이 국 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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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 이주는 원기? 국에서익 비출요인괴 유 엽국의 흡입요인 등이 복한 

석으호 작용하여 L 호응음 검정젠나 l려나 」 흐를이 원합하게 이 F어꺼 

수 있기 우1 해서는 제!，~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시아인방의 f가쉬 L「 

꽉련 제도튼의 번희가 산재 이민 추세어1 어띠젠 앵행옴 u] 쳤는시 간까하게 

살펴보띤 다음과 같다 첫깨‘ 〈표2-I> Jl~ <.표2-2>을 살펴보연， 러시아R의 

이민지 잇 순이넌지의 수가 2CXJl닌 이후 급깎히i 았유올 알 수 있다 중앙 

아시아 지역 P 도부터의 유입이 l~m년 2CXXl년 사이에 대략 20만 30민 영 

수준이었디가 2CXJl닌 이후 멋 닌긴븐 7까 1(1'사 벙으도 크게 줄이들었디 。]

는 1991년 시민볍이 규정하고 았는 ‘인정 1에 의젠 국석취득전사와 1993년과 

1995닌 기]정된 시깐맙의 ‘등록’에 의란 비시아연방 국적취득 λ1 한이 2000'닌 

12원 31익노 송호iπ1 았 1] 때둔이나‘ 2005년 이후 나시 증가세호 등아섰시만， 

2CXXl년 이꺼 수순에는 크기1 옷 미치고 있다 

5 째， 키딛끼즈스다으노부터 려시사여빙으호의 이민추세는 나른 국가듀과는 

중 다른 양상응 보이고 있다 즉 껴지)직。 R 러시아R의 이민자 유입이 김소 

히고 있는 2αJO닌이] 키프기즈스탄으로부니의 이넌지는 1까벙에서 l'샤5신 냉 

。 s，- ;:-i):liS 증기하였다 2CXJ3년과 2이)4년에는 김소추세듭 보이다기 2αJ:)년에 

는 진년대비 약 60%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지속띠고 있나 이는 1999년 리 

시아와의 죠약 '11 실응 통애 키르기스스탄P 도부터의 이민자글이 러시아인방 

사빈벅 상의 규정보나도 너 간소회되 저자듀 동해 허시아 국 석음 취득힘 수 

였시) 뇌었기 띠)묘이다 한펜 200'>년부터는 이중커가제 ?ι을 ι입하였P 며 이 

이1 띠비 키프기즈스턴 국적올 푼기히지 않i도 비시아 국적올 취득할 수 있 

;1] 됨에 따라 러시아균의 이주을 선택하는 이늘이 승기하였다고 본 수 있다 

한편， 투프크미디스틴은 정빈디1 의 현상올 P 이 i 있디 2004닌 시시아로익 이 

민사 수는 3，734명으호 진년에 H] 해 거의 거바 수준으노 감소하였고， 이 추세 

는 지속되 i 있디 이는 깃.Xl3닌 버시아와의 이중국적 관틴 조약의 λ1 효가 까 

효칩으노써 상대빙 국가에서의 상호 국석이 너 이쌍 이정피시 않는 상황 r대 

묘인 것 ö3c 여겨진다 

셋째， 여바의 국까튼호부터 려 λ1 야호의 이민자의 숫자가 상황의 변회에 따 

라 기복이 심한 안딘， 카자흐스탄.Ö;;'c부터 랴시아R의 이민자의 수논 지속직 

인 깎까세를 11 이고 있디 이는 카지흐스반으1 정지 정세적인 상쟁이 디아 국 

기늘에 비애 비 ii 직 안성가이고 러시아인응 워시한 소수민족늘어1 시) 보다 유 

화적인 정쩌올 수생헤 왔기 때문인 섯으로 11.인디 등?계상으포 읍 rrl 90닌디] 



카자
스탄

우즈베키
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 즈
스탄

르크 니
스탄

계

1997 235,903 39,602 23,053 13,752 16,501 328,811

1998 209,880 41,800 18,396 10,997 10,509 291,582

1999 138,521 41,615 12,116 10,370 7,998 210,620

2000 124,903 40,810 11,043 15,536 6,738 199,030

2001 65,226 24,873 6,742 10,740 4,402 111,983

2002 55,706 24,951 5,967 13,139 4,531 104,294

2003 29,552 21,457 5,346 6,948 6,299 69,602

2004 40,150 14,948 3,339 9,511 3,734 71,682

2005 51,945 30,436 4,717 15,592 4,104 106,794

2006 38,606 37,126 6,523 15,669 4,089 102,013

2007 40,258 52,802 17,309 24,731 4,846 139,946

2008 39,964 43,518 20,717 24,014 3,962 132,175

카자
스탄

우즈베키
스탄

타지키
스탄

키르 즈
스탄

르크 니
스탄

계

1997 210,539 32,232 20,579 7,456 14,969 285,775

1998 183,208 36,569 16,419 5,687 8,972 250,855

1999 113,484 36,574 10,317 6,626 6,761 173,762

2000 106,990 37,724 9,885 13,679 6,062 174,340

2001 50,040 22,899 5,749 9,407 4,050 92,145

2002 41,767 23,551 5,140 12,059 4,259 86,776

2003 15,535 20,327 4,424 5,989 6,048 52,323

2004 27,646 14,231 2,790 8,855 3,566 57,088

2005 39,508 29,841 4,283 15,119 3,979 92,730

2006 26,658 36,478 6,099 15,064 3,977 88,276

2007 30,047 52,080 16,845 24,063 4,735 127,770

2008 32,481 42,570 20,080 23,366 3,872 122,369



～

Леонид Жмырев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контуры появляются

С Новопрудский С Попова Н Ратиани Е Шестернина Мистер нет

Известия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лерий Елизаро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России факторы и

последствия



․

О мерах по оказанию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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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연계를 잃지 않Jl 싶이히는 지 등을 이 프쿄~.램의 디]상이 되는 해외 통 

포딛호 간수파고 있다 이러한1 규정은 사심상 러시아 내에 슨지}하는 거의 모 

든 민족글응 포렘하뉴 것이며‘ 증암아시아의 한인글 역시 그 대성이다 

연해주 시냉정부는 이 드로 」램의 산행파 과랜하여 중앙아λ1 아 한I~I 드의 

인해주도의 재이주듭 뉘 "11 직 P 도 검토한 바 였다 2006년 인해주 정부뉴 인 

해주 동북아 I잉화기남19) 이11 NGO의 자격으포 이 프도]램에 깐여가 가능한 

지블 타진하고， 편R 한 이주민의 수‘ 증잉아시아 거주 한인글의 수‘ 이주 흐1 망 

지수， 새이추가 가져올 사회정제적 걸이 등이1 디]한 의견을 요청히였다 이에 

대해 동북아 평희시금 측은 석극 협럭라겠다는 핍댄파 한깨 수객 까구의 지} 

이 쥬 한인들이 필요히며， 이 프쿄그램 을 퉁해 연히]주 인구문제의 히]걷， 농산 

뭔 생선의 증가 등의 건과가 있음 깃이라는 의견옥 제시아있나‘” 

그더나 이 극균그렘이 한인글의 재이주에 실실가인 도움응 주고 있지뉴 봇 

하다 칫째‘ 이 도노 l랩으} 옥석은 정서석 다압이나 강제이수 등으노 부득이 

하게 러시아블 떠난 농포글응 인!，~주의직 차원에서 _ll.커Ö ii'→ 1• f시기뉴 디1 

았지 않디 이 프포그랜븐 시사아 선체치원의 인구깎스 문제를 해걸허뇨， 노 

농인픽이 부족한 지방글어1 양실의 ，1 ，-:농픽응 제공하기 위애 고인되었기 때 E 

이다 2008년 드로 」램 산행음 위해 러시서역빙 외 ll~부에서 마련힌 행정저자 

에 따브딘 피균그램 참여릎 위해서논 다읍의 깐긴응 충족시켜야 한다 1) IH 

세 이상‘ 21 노동능력 보유‘ 31 충분히 정도의 노동의 치파 경힘 보유， 4) 라 

시아어 뉘사 능녁 해외농포의 재이주 지원 피[도그템이 의도하논 바논 양실의 

노통인려을 필요한 5에 공급히는 것이디 게디가 이 프쿄그램에 잔여히는 지 

방정부늘은 어떤 사 'il "11 에서 어떠한 기술응 기진 노농자기 몇 명이 편R 한 

지를 구제적으포 조사히여 프도]캠 깐여 신청지 충에서 적함깐 사란을 배치 

하고 있다 이특 E11 번‘ 여해수 정부 에서 작성힌 ‘ 2010년 1원 노동사 수급 띤요 

현횡”은 총 304멍으1 힐지랴와 관런히여 근무지역， 사업체 1성， 노동 꾀야， 요구 

디는 최종팍럭， 노동의 지석 수준‘ 숙소제공여부， 임금수쥬 둥의 구체석이 내 

용응 난고 있다 토지측량사 벽늘공 소아파전공의 늠잉 jι농 분야도 매우 뉘 

체석이어서 중앙아시이의 여해수 한1m:; 이 대거 이수해 오시에는 젠셰가 견 

)91 '연해주 동북아 평화시금은 힌각의 퉁북아팽화연대/] 2001띤에 섣납한 라시아 현 
지 사딘뱀인이디 

201 연해주 정부와 연해주동북아 평화;1 금 사이어 .1 간 문간의 구세삭인 내용은 나유 

을 감주lIf람 신상문， 11퍼 17H 



Третий

Всемирный конгрес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ретий Всемирный конгрес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екабря года

Москва

Эхо Москвы Готовы ли мы принимать всё больш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Информация о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краев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Об оказании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на годы

Тезисы выступления директора ФМС России на открытии все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Эхо Москвы Готовы ли мы принимать всё больш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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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사 벙 1 깅Jl2닌끼지 GO까 1깅을 1.'，1 시아도 。I~ 시키는 것은 매우 이려운 임포 

보이나‘ 따라서 증앙사시아 지역에 거수하는 힌이튼이 이 .L호 l랙음 봉해서 

라시아균→ 대거 재이주하는 것은 힘글 것Ö3c 여겨진다 

5. 결 론 

ID37년 약 20만에 날하는 인해주 한인늘이 일본의 간섭이란 명목 하에 카 

지흐스틴피 우즈버l카스틴으도 강셰이주되었디 19~X)닌미에는 구까틴 몰락괴 

새 R운 →f기긴설의 과성이 초래한 사회 정제직 격변Ö_Sc 인해 중잉아시아 지 

역 만인들븐 버시아로으1 새이주를 선내히i 있디 한인들의 장세이추와 새이 

수는 모누 사멘 석으호 이 " 어친 깃이 아니라 쌍황에 의해 강요π1 었으여， 구소 

틴 지역의 한인들븐 강셰이추가 시자된 지 %여닌이 지닌 지남끼지도 여션히 

역사의 피해사호 남아 있나 

f소련 시 실의 한인늘의 깅저1 이주기 실옷4건 실성이었고1 바R 십아야 하는 

역사석 과오라는 점옴 소비에드 정부와 라시이연빙 정부 가 인정힌 만듀 웅앙 

아시아 기? 만인들의 이사아포의 새이 7 는 제도적으도 풍문히 뒷반깅되아야 

힌마 」러나 시금까지 심 이복 ut에 따른나번 젠인듀의 개이수약 정착옴 위히 

이1 시아연방 정부의 지윈찌은 크게 미흡히며， 정쩌 실행의 의지도 크지 않디 

이보 인해 3만 4만 벙어1 만하는 려사아 거수 재이수 젠인튼이 사싱쌍 우국 

가자의 신분。 R 갈인정한 생환응 영워하고 있다 rF잉아시아R부터 러시아R 

의 젠인튼의 개이수는 암으호도 시속된 깃으호 보이는 데‘ 재도석이 개선이 

없다딘 이늘 역시 거의 대부분은 신분이 갈인성한 싱태에 놓일 것 ÖSc 보인 

디 한인들으1 써이 7::. 와 관민된 비시아연방의 제도적인 문세점은 디음괴 같디 

첫깨. I~Hi년 채택핀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싼한 러시아 인방범에 따 

비， 장셰 이 7::. 된 한인의 1성예회복괴 윈기추지포의 꺼환 권랴 부여 1 구f민지 

역 거수 히이에 대젠 리시아 국석 취득귀 보장‘ 제반 생계대잭 지원， 독립국 

가연한 치윈의 방안 "1 민 등이 법적으죠 '!장되었디 그[이니 이 맙안븐 중앙 

아시이 젠인듀의 지]이수듀 싣친석으호 지 원파는 데는 크게 ul 흡하나‘ 먼저 리 

시아 f직 쥐 L「권은 실성범에 의애 보성놔지 봇하고 있다 라시아인방 시민범 

에는 강제이수되 힌이든에 대한1 조항이 슨재하시 않느냐 시빈볍 이외에 국석 



러시아 연망 이인 및 정착 지원 제도의 섣태와 문제점 267 

취득괴 관민히여 입률상 효려을 마지는 문서는 국세조약이 유임히디 띠피서 

힌이의 병예회복에 과힌 볍안이 보장하고 있는 국석취득구]은 사싣쌍 건 랙옴 

발휘하지 옷하고 있다 또한 저1 만 생겨)대젝 지원은 1 ~*η년 인해주에서 부분 

석으호 시행되 마 있시만‘ 매 } u] 흡하였고 」나마 중까디있마 L피고 이 벅 

인이 발표원 I~Hi년 이후에 독핍 f기인힘 차원의 방인은 마련원 바 없다 

둘째. 1993닌 시민입의 등록’에 의한 국적 취득 절치 덕꾀에 약 4까 1성이] 

날하는 증앙아시아 승신 한인듬이 러시아 f직 t 41 나한 수 있었다 2lXJ2년에 

는 ‘간스화 절치’가 도입되었으니 억압반은 \=1측으도서익 한인들이] 디]만 배려 

는 없나 중앙사시아에 거수하변서 러시아호의 지1 이수듀 희맹하는 젠이듀에게 

는 선얘 제도적 지원이 미지지 뭇히였으며 1 일단 이시아로 이 츄히여 기 7::.등록 

션자득 마히 이듀에게만 석 용된나‘ 또젠 증맹서 ri-가 u] 흡젠 성 F에 대젠 추가 

가인 지원젝이 부재하며， 그나마1ι 2002년 7월 l 일 이천 거주늠독자늘만 이 

규정이 석 용미있나‘ 따라서 이 시겪 이후에 러시아노 이수해 가는 한1 인듀은 

일안직인 실차을 통해 f직응 쥐나애야 하는네 복집한 실차도 인해 이을 통 

해 이시아 국적올 취특히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디 

셋깨 1 러시아인방 성부와 인해주 정부기 재이주 한인늘의 정삭응 판기 워해 

정착츄 사엽욕 마련하였으나， 산행 의지는 매 우 w] 흡젠 깃으호 브리났나 정 

직촌은 입주자늘의 재산권 문제을 비롯하여 입지 죠긴， 시설날의 상태 늠에서 

많은 둔제점음 얀고 았었나 이느 정작츄 사엮에 대젠 먼밀젠 사진 검호가 부 

족하였고， 수행 파정에서 가냐직인 문제해실 의지기 부족한 때문이었다 이 R 

인허] 정착촌 사업은 실패포 판1성 났디 2lXXì닌이1 는 연방정부가 ，，]린한 해외 

능포의 러시아인방。 R의 자발가 이주 협죠 방인에 대한 피도그댐‘파 인해주 

쿄의 한인의 새이주를 연계 λ1 키려는 시도가 있었지까1 구체화된 방안은 현새 

까지 나오시 않고 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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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Реимиграц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реальность и проблемы правовой основы

Ким Ин Со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правовой основы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проживающих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ым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РФ го апреля года корейцам как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й народ даны права вернуться в Россию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приобрета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и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от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официальное обещание восстанов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незаконно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легальные меры по оказанию содействия переселению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остаются вообще недостаточными Во первых никогда не

приняты законы ил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о поводу приобрет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Ф для корейцев Хотя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зволял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в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он не учитывал истор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вторых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год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установила

нормы выделить корейцам из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организаци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Однако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оказались крайне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ми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рограмма неудачно

закончилась В третьи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от

О мерах по оказанию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иняла краевою целевою программу и

разрабатывала план пересилить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ье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Но до сих пор этот план еще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опреки легальной основе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переселение в Россию нужные меры для е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не приняты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коло тыс корейцев въехавшие в Россию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беспокойно проживают в качестве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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