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러시아에서 난민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피
난처를 찾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14조

I. 난민이란?
러시아 법은 «난민에 대한» 연방법 제1조에 따라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
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자신이 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 내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상기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
당했지만 자신의 국적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귀하는 «난민에 대한»
연방법 제 12조에 따라 임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난민 지위를 부여 받
기 위한 사유는 고문에 대한 위협, 자유 및 생명에 대한 위협, 중병에 대한 치료를 즉시 받지
못할 경우 등입니다.

II. 난민 지위를 결정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국적국으로 강제 송환되는것으로 부
터 보호하는 주요 책임은 그 개인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난
민 지위를 결정을 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이민청입니다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을 통해 러시아 연
방이민청).

III.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난민이라고 생각되면, 귀하는 즉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러
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출두해야 합니다(УФМС России). 만약의 귀하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직접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출두할 수 없다면, 귀하가 체류하는 기관의 행정실을
통해서 또는 귀하를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서 원 국적국에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난민자격 신청
을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은 귀하의 러시아 체류
자격, 체류기한, 신분증 서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귀하의 난민자격 신청서를 접수하
고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귀하가 러시아어를 하지 못한다면, 귀하는 전문 통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일 내에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은 귀하의 요청을 사전 검토한 후, 난민 자격 신청서를
검토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러시아연방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은 귀하가 난민자격을 부여받기 희
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5일
간 유효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신청서가 거부될 경우, 이에 대한 공식 통보가 귀하께 주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귀하는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의 상급 기관 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난민 자격 신청서가 검토를 위해 채택되면, 귀하는 원 국적국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증거가 되는 서류의 유무 여부, 러시아 입국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지문을 채취하게 될 것이고, 귀하와 가족들은 의료검진을 하게
됩니다. 의료검진 관련 모든 비용은 러시아 정부가 지불합니다.
또한 귀하께는 난민 신청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증서는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
관이 귀하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인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 난민 신청 증명
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귀하의 체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서를 취득
한 시점부터 의무의료보험(ОМС)을 발급하는 보험회사에서 의무의료보험을 가입하여 난민 신청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본인 거주지 병원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귀하는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서 거주등록을 하고 거주등록 관련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합니
다. 거주등록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포함한 행정처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서 귀하의 난민 지위 신청서가 검토되는 기간동안 본인
의 원 국적국에 강제 송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추적, 강제 송환, 추
방 등을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위반사항이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즉시 난민 신청 증명서
를 발급한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UNCHR 파트너기관에 알려
야 합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내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드문 경우 신청서 검토 기간은 3개월 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 난민 신청 증명서의 기
간 또한 연장이 됩니다.
만약에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이 귀하가 난민의 자격에 부합하다고 결정한다면, 난민증
서가 발급됩니다. 해외로 출국하고 싶은 경우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난민 여행증서가 발급됩니
다. 그 외에도, 난민으로 러시아연방 체류 1년 경과 후 러시아연방 국적 취득 요청을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난민 지위는 의무의료보험 취득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기 참조).
난민 지위는 무기한으로 부여되나, 1.5년마다 1회씩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출
두하여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이 귀하의 난민 지위 신청서를 거부할 경우 (직접 또는 우편
으로 통보 가능), 이를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와 동시에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서 항소를 하기 위한 거부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거부 내용은 법원 또는 상급 연방이민청
기관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기간동안 귀하의 난민 신청 증명서는 연장되고, 귀하는
이와 관련 모든 서류를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제출하여 항소 중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
다.
만약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이 귀하의 난민 지위 신청서를 거부하고 귀하가 항소를 하지
지 않기로 할 경우, 또는 항소 후 귀하는 임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 후 임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난민 신청
증명서는 연장됩니다.
항소 단계 중 그 어떤 단계에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귀하의 사
건은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반환이 되어 신청 내용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항소는 거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귀하가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지역기관의 결정내용을 항소하지 않았거나, 모든 법적 수단이 소진되어서
최종 거부 통보를 받았을 경우, 러시아연방 정부는 귀하를 러시아연방 내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것입니다. 만약에 귀하가 러시아연방에서 다른 합법적인 형태로 본인의 체류자격을 등록하지
못한다면, 벌금을 포함한 행정벌이나, 체포, 추방, 송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IV. 러시아연방에서 임시 난민 신청을 하는 법은?
만약 귀하가 난민자격 취득신청을 거부당하고, 원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귀하는 러시아연방에서 임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직접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 출두할 수 없다면, 귀하가
체류하는 기관의 행정실을 통해서 또는 귀하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서 임시 난민 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임시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인도주의적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인터뷰, 신청서 작성 및 의료검진을 포함합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
기관은 임시 난민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토 기간
동안 임시 난민 신청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만약 난민 신청 거부 직후 임시 난민 자격 신청을
했을 경우, 난민 신청 증명서가 연장됩니다.
임시 난민 자격이 승인되면, 이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면 의무
의료보험(ОМ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난민 자격은 1년 동안 유효하고, 이 기간동안
보다 긴 유효기간을 가진 더욱 안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임시 체류 허가). 만약 귀하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다면, 귀하는 임시 난민 자
격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이 임시 난민 자격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이에 대해 귀하
는 법원이나 상급 연방이민청 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소를 제대로 준비
하기 위해서는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거부결정사유서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거부사유를
알아야 귀하는 옳은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와 항소 기관에서 보호 결정을 위해 신청서의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항소는 거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귀하가
러시아 연방이민청의 지역기관의 결정내용에 항소하지 않았거나, 모든 법적 수단이 소진되어서
최종 거부 통보를 받았을 경우, 러시아연방 정부는 귀하를 러시아연방 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만약에 귀하가 러시아연방에서 다른 합법적인 형태로 본인의 체류자격을 등
록하지 못한다면, 벌금을 포함한 행정처벌이나, 체포, 추방, 송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하여 별도 임시 난민 자격 부여 절
차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러시아 연방이민청 및 연방이민청 지역기관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V. 러시아연방에서 체류 시 귀하의 권리 및 의무는?
«난민에 대한» 연방법에 따라 귀하는 일정한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자, 제 8조, 제10조 난민 관련 및 제12조 임시 난민 자격 취득자). 귀하의
권리는 전문 통역가를 제공받는 권리와 긴급의료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난민 자격 및 임시
난민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
임시거주센터에 거주할 자격은 난민 자격을 신청한 자, 난민 자격 인정자 및 임시 난민 자격
취득자에게 제공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임시 난민 자격을 신청한 난민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체류자격 또는 러시아연방 영토 거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자녀들은 국
립 일반 교육(고등학교과정까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귀하의 주요 의무 사항은 러시아연방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fms.gov.ru, 러시아 연방이민청 직원과의 대화, 러시
아 연방이민청 기관 또는 무료 핫라인 전화 8 800 333 00 16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VI. 경찰이 검문하거나 체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경찰이 검문하거나 체포한 경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는 서명하지 마
세요.
«제자리에서»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뇌물로 간주되며 양측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성명, 직위를 알리고 및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능하다면, 성
명, 직위, 기관 번호를 적으세요. 행정적인 체포는 원칙적으로 3시간을 경과할 수 없고, 신분증
확인이나 행정법 위반 사항 정황 확인을 위해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가
능한 빠른 기한 내에 귀하의 가까운 친척이나 귀하의 변호사 또는 직장의 행정처에 (체포사실
을) 통보해야 합니다. 작성된 조서가 경찰기관, 담당 경찰관, 항소를 위한 위법사항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사법기관의 직원이 권력남용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VII. 러시아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러시아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러시아 당국이 난민 보호와 관련된 자국의 법규
정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파트너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난민으로 보호받고자 하
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이용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지원하고 있
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러시아연방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및 임시 난민 자격을
받은자들의 지역적 통합을 지원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
람들 및 난민들이 원할경우, 이들의 귀환이 안전한 조건에서 진행된다는 여건 하에 그들이 원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UNCHR 파트너 단체의 지원은 무료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UNCHR 파트너 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금
품이나 기타 보상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즉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신고
해 주십시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파트너단체는 난민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
연방에서의 난민 보호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연방이민청 지역기관에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난민 절차 신청자들은 UNCHR의 파트너 단체들
로부터 러시아연방 내에서 난민 지위 결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취득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청의 지역기관에서 러시아 법에 따른 난민 보호 절차 접근을 거부당했다면,
즉각 이에 대해 UNCHR의 파트너 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이나 임시 난민 자격 신
청이 거부되었을 때에도 이 단체에 가능한 빨리 통보해야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제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칠 경우, 러시아연방에서 짧은 기한 내에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VIII. 본인이 국적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그 임무에 따라 무국적자의 감소 및 예방을 돕고, 또한 무국
적자들도 자신의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
공합니다. 만약에 귀하가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신의 국적을 판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또는 UNCHR의 파트너 기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Ⅸ. 유용한 주소 및 연락처
러시아 연방이민청 지역기관
№

연방이민청 지역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1

러시아 연방이민청

Верхняя

(495) 698-00-78

http://www.fms.gov.ru

Большая Ордынка

(499) 230-72-53

http://www.fmsmoscow.ru

16-4, Москва,

핫라인:

115035

(499) 940-19-99

ул. Кирпичная 32,

(499) 238-64-04

стр. 1, ст. метро

(499) 238-77-13

Семеновская

(499) 230-70-24

Новгородское ш.

(965) 135-98-73

MolodievskyOA@fmsmo.ru

4,

(495) 623-96-13

press-fmsmo@yandex.ru

г. Котельники,

(495) 559-80-22

grp_pvs@mso.mvd.ru

Радищевская ул.
4-1,
Москва, 107078
2

3

모스크바시 연방이민청

모스크바주 연방이민청

Московской обл.

oapkfmsmo@mail.ru

140053,

http://www.fmsmo.ru

Ул. Пятницкая, стр.
2,
Москва, 115035
4

5

아디게야 공화국 연방이민청

알타이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Калинина, 210-

(8772) 52-31-34

pdm_ra@rambler.ru

Б,

52-11-65

http://www.ofmsra.ucoz.ru

г. Майкоп, 385000

55-56-80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388-22) 6-20-12

pdmra@mail.gorny.ru

проспект, 109,

6-69-50

http://fms-ra.ru/

Горно-Алтайск,

6-15-46

649002
6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Юр. адрес:

(347) 279-41-47

ufmsrb@ufanet.ru

연방이민청

Ул. Пушкина, д. 63

250-13-90

pressa@fmsrb.ru

Уфа,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450077
Фактический
адрес:
ул. Красина, 21,
Уфа,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450076

http://www.fmsrb.ru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7

부랴티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Н. Нищенко,

(3012) 55-92-53,

info@ufmssrb.ru

19,

55-95-56

http://www.ufmsrb.ru

Ул. Ирчи Казака,

(8722) 99-60-22

ufmsdag@fmsrd.ru

2a,

78-03-53

http://www.fmsrd.ru

г. Махачкала,

(팩스)

г. Улан-Удэ, пос.
Матросова, 670009
8

다게스탄 공화국 연방이민청

367015
9

인구세티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Ингушский пер.,

(8732) 22-13-45

2,

udmmvd@mail.ru
http://www.ofmsing.ru

г. Назрань,
386101
10

카바르드-발카리아 공화국

Ул. Ногнова, 64,

연방이민청

г. Нальчик,

(8662) 77-75-36

ufms_kbr@mail.ru
http://www.ufmskbr.ru

360022
11

칼미키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3 микр-он, д. 23

(84722) 5-32-56

info@fms08.ru

г. Элиста, 358009

3-67-73

http://www.fms08.ru

3-67-72
12

카라차이-체르케시아 공화국

Ул. Пушкинская,

(878-2)

ofms_kchr@mail.ru

연방이민청

83,

29-27-85

http://ofms.kchr09.ru

Пр-т Александра

(8142) 79-66-18

migrazia@onego.ru

Невского, 17,

79-66-10

http://ufms.karelia.ru

Ул. Советская,

(8212) 28-18-61

fms-komi@mail.ru
http://www.fms.rkomi.ru

г. Черкесск,
369000
13

카렐리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г. Петрозаводск,
185005
14

코미 공화국 연방이민청

63A,

20-27-06

г. Сыктывкар,

핫라인:

167981

8 800 100-1560
(무료)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15

마리엘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Волкова 103A,

(8362) 73-07-83

ufmsrme@yandex.ru

г. Йошкар-Ола,

68-02-13

http://fms.gov12.ru

Пр-т Ленина, 30a,

(8342) 47-85-12

sarpvs@mail.ru

г. Саранск,

익명 전화:

http://www.fmsrm.ru

430003

47-85-12

424000
16

모르도비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핫라인:
24-41-44
17

사하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Кулаковского,

(4112) 35-17-71

fmsykt@mail.ru

д. 26,

(35-17-56

http://ufms.ykt.ru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35-18-08

(Якутия), г. Якутск,

35-17-72)* 11

677980

익명 전화:
43-36-48

18

북오세티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Тхапсаева, 4,

(8672) 54-73-45

ufms@ufmsosetia.ru

г. Владикавказ,

54-73-48

http://www.ufmsosetia.ru

Ул. Чехова, 8/2,

(843) 231-12-52

ufms@tatar.ru

г. Казань, 420012

핫라인:

http://www.ufms.

231-12-12

tatarstan.ru

Ул. Ленина, 64,

(39422) 232-90

ofms@tuva.ru

г. Кызыл, 667005

핫라인:

http://ofmstuva.ru

362040
19

20

타타르스탄 공화국 연방이민청

투바 공화국 연방이민청

(39422) 324-87
21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Песочная,

(3412) 41-18-41

mail@fms-udm.ru

д. 3, кор. 23

41-18-01

http://www.fms-udm.ru

г. Ижевск, 426033
22

하카시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Ленина, 70а

(3902) 22-70-63

mail@fms19.ru

г. Абакан, 655017

22-37-02

common@fms19.ru
http://www.fms19.ru/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23

체첸 공화국 연방이민청

Ул. Тухачевского,

(8712) 33-21-29

ufms-95@mail.ru

11A,

33-32-61

http://ufmschr.ru

Ул. К. Маркса, 44,

(8352) 62-08-15

fms@chb.mvd.ru

г. Чебоксары,

62-53-30

fms_21@mail.ru

428000

핫라인:

http://www.fms21.ru

г. Грозный,
364060
24

추바시아 공화국 연방이민청

(8352) 62-90-66
25

알타이 공화국 연방이민청

Комсомольский

(3852) 24-97-53

updmak@rambler.ru

пр-т,

63-12-84

www.fms-altay.ru

Ул. Красная, 176,

(861) 255-69-30

ufmskrn@yandex.ru

г. Краснодар,

255-85-06

http://www.ufmskrn.ru

13, г. Барнаул,
656056
26

크라스노다르 지방 연방이민청

350020
27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Ул.

(391) 245-92-90

ufms-kras@mail.ru

연방이민청

Дзержинского,

201-42-37

http://www.krasufms.ru

18,

201-41-71

г. Красноярск,
660017
28

페름 지방 연방이민청

Комсомольский

(342) 237-78-21

upvsuvd@permregion.ru

пр-т,

233-78-17

http://www.permufms.ru

34-б, г. Пермь,

233-47-31

614990
29

연해 지방 연방이민청

Ул.

(4232)

ufmspk@yandex. ru

Мельниковская,

265-55-88

http://www.fmspk.ru

101, г.

245-19-18

Владивосток,
690002
30

스타브로폴 지방 연방이민청

Пр-т Кулакова,

(8652) 24-70-84

ufmssk@ufmssk.ru

4A,

56-40-04

http://www.ufmssk.ru

г. Ставрополь,
355035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31

하바로브스크 지방 연방이민청

Ул. Дзержинско-

(4212) 31-43-88

migraciya@mail.kht.ru

го, 46 А, г.

52-09-03

http://www.ufms.khv.ru

Хабаровск,

56-91-72

680000;
ул. Союзная, д.
64,
г. Хабаровск,
680003
32

아무르주 연방이민청

Ул. Чайковского,

(4162) 52-42-69

info@fmsamur.ru

2,

52-40-14

http://www.fmsamur.ru

г. Благовещенск,
675002
33

아르항겔스크주 연방이민청

Ул. Гайдара, д. 55,

(8182) 41-17-46

fms-29@mai.ru

к. 2,

41-17-40

http://ufmsarh.ru

Ул. Калинина, 25,

(8512) 37-92-12

ufms_astr@mail.ru

г. Астрахань,

51-57-29

http://www.

414000

51-03-73

ufms-astrakhan.ru

Ул. Князя

(472-2) 35-69-34

belfms@mail.ru

Трубецкого,

27-44-27

http://www.ufms31.ru

32, г. Белгород,

27-17-85

г. Архангельск,
163000
34

35

아스트라한주 연방이민청

벨고로트주 연방이민청

308600
36

37

브랸스크주 연방이민청

블라디미르주 연방이민청

Ул. Пионерская,

(4832) 56-43-94

ufms-bryansk@ya.ru

26

http://www.

г. Брянск, 241050

ufms-bryansk.ru

Ул. Большая

(4922) 32-41-60

ufmsvo33@mail.ru

Нижего-

32-60-10

http://www.fms33.ru

Ул.

(8442) 33-89-44

fmsvolg@ya.ru

Рокоссовского,

37-92-00

http://www.fmsvolg.ru

родская, 80 Б,
г. Владимир,
600020
38

볼고그라드주 연방이민청

10,
г. Волгоград,
400131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39

볼로그다주 연방이민청

Ул. Мальцева, 54,

(8172) 76-34-36

ufms35@mail.ru

г. Вологда,

76-36-80

http://www.ufms35.ru

Ул. 9 Января, 54,

(473) 271-43-65

요청서 양식:

г. Воронеж,

277-68-22

http://www.

394030

276-66-98

fmsvrn.ru/admission/

160009
40

보로네슈주 연방이민청

http://www.fmsvrn.ru
41

이보노보주 연방이민청

Ул. Октябрьская,

(4932) 35-98-93

ivanovomgr@mail.ru

22 A,

37-54-86

http://www.ufmsivanovo.ru

г. Иваново,

30-87-33

153002
42

이르쿠츠크주 연방이민청

Ул. Киевская, 1,

(3952) 21-22-25

post@ufms.irkutsk.ru

г. Иркутск,

484-500

http://www.ufms.irkutsk.ru

664003
43

칼리닌그라드주 연방이민청

Советский пр-т,

(4012) 56-38-04

13,

56-38-04

rigfms@mail.ru
http://www.fms39.ru

г. Калинград,
236000
44

칼루가주 연방이민청

Ул. Салтыкова-

(4842) 22-19-63

fms@kaluga.ru

Щед-

50-67-44

fmsklg@yandex.ru

рина, 21, г.

57-59-37

http://www.fms40.ru

Пр-т 50 лет

8 (4152)

fmskam@mail.ru

Октября,

23-10-83

http://www.fmskam.ru

23/2,

26-55-01

Калуга,
248002
45

캄차카 지방 연방이민청

г.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683024
46

케메로보주 연방이민청

Ул. Островского,

(3842) 36-58-45

fmsko@rambler.ru

д. 13

75-88-00

http://www.ufmsko.ru

г. Кемерово,
650000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47

키로프주 연방이민청

Ул. Ленина, 71a,

(8332) 37-50-08

smi@fms43.ru

г. Киров, 610000

(8332) 35-58-77

http://www.fms43.ru

38-39-09
48

코스트로마주 연방이민청

Ул. П. Щербины,

(494-2) 32-06-02

mail@fms-k.ru

4,

55-27-81

http://fms-k.ru

г. Кострома,

45-02-41

156603

42-23-72

Ул. Калиновская,
38, г. Кострома
156013
49

쿠르간주 연방이민청

Ул. Советская,

(3522) 46-68-34

fms@acmetelecom.ru

128,

49-45-37

http://www.fms45.ru

Ул. Чехова, 12-a,

(4712) 57-25-80

umfapk@mail.ru

г. Курск, 305016

70-06-61

http://www.fms.kursk.ru

г. Курган, 640026
50

쿠르스크주 연방이민청

54-77-36
52-84-46
51

52

53

리페츠크주 연방이민청

마가단주 연방이민청

무르만스크주 연방이민청

Ул. Гагарина, 131,

(4742) 41-18-23

ufms@lipetsk.ru

г. Липецк, 398024

46-63-04

lippvs@giz.mvd.ru

41-37-04

http://ufms48.ru

Ул. Пролетарская,

(4132) 696-312

fms_magadan@maglan.ru

39-2, г. Магадан,

익명 전화:

http://www.fms-magadan.

685000

609-200

ru

Ул. Куйбышева,

(8152) 25-58-78

udm@polarnet.ru

12,

25-78-88

http://ufms.gov-

г. Мурманск,

murman.ru

183027
54

니제고로트주 연방이민청

Юбилейный

(831) 296-60-02

post@ufms.nnov.ru

бульвар,

296-60-01

http://fmsnnov.ru/

32, г. Нижний

299-91-91

Новгород, 603001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55

노브고로드주 연방이민청

Ул. Менделеева,

(8162) 67-84-04

ufms_no@mail.ru

4a,

97-12-50

http://www.novufms.ru

г. Великий
Новгород,
173016
56

노보시비르스크주

Ул. Проспект

(383) 278-06-06

migr@nov.mvd.ru

연방이민청

Дзержинского,

핫라인:

mail@fms-nso.ru

12/2,

(383) 232-62-05

http://www.fms-nso.ru

г. Новосибирск,

232-62-13

630015

232-62-14
279-02-35

57

옴스크주 연방이민청

Ул. Лермонтова,

(3812) 32-96-30

179 A,

udm_omsk@mail.ru
http://www.ufms.omsk.ru

г. Омск, 644009
58

59

오룔주 연방이민청

오렌부르크주 연방이민청

Московское ш.,

(4862) 75-70-04

ufms_orel@mail.ru

120,

73-81-64

orlpvs@orl.mvd.ru

г. Орел, 302025

75-70-07

http://www.fmsorel.ru

Матросский пер.,

(3532) 64-49-35

oren-fms@yandex.ru

19,

34-22-06

http://www.ufmsoren.ru

Ул. Суворова,

핫라인:

secr@fmspenza.ru

219,

(8412) 20-23-70

priemnaya@fmspenza.ru

г. Пенза, 440018

48-00-60

http://www.fmspenza.ru

г. Оренбург,
460000
60

펜자주 연방이민청

익명 전화:
(8412) 48-03-97
(8412) 20-24-89
(24시간)
61

프스코프주 연방이민청

Ул. Петровская,

(8122) 69-84-44

inform@ufms.pskov.ru

51,

69-84-57

http://www.ufms.pskov.ru

г. Псков, 180007

inform@ufms.pskov.ru
http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62

로스토프주 연방이민청

Ул. Обороны, 8,

(8632)

info@fms-rostov.ru

г. Ростов-на-

49-15-07

http://www.fms-rostov.ru

Дону,

49-46-30

344082
63
64
65

랴잔주 연방이민청

Ул. Ленина, 59,

(4912) 29-91-22

ufms.rzn@mail.ru

г. Рязань, 390000

28-08-23

http://www.ufms-rzn.ru

Ул. Фрунзе, 112,

(846) 333-43 01

ufms63@samtel.ru

г. Самара, 443010

372-03-97

http://www.ufms63.ru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및

Ул. Кирочная, 4,

(812) 579-47-92

ufmsspblo@fms.peter.uvd.

레닌그라드주 연방이민청

г. Санкт-

275-51-13

gov.spb.ru

사마라주 연방이민청

Петербург,

http://www.ufms.spb.ru

191028
66

사라토프주 연방이민청

Пр. 50 лет

(8452) 39-13-90

info@ufms-saratov.ru

Октября,

39-17-00

ufmssar@mail.ru

д. 108, литер «У»

http://www.ufms-

г. Саратов,

saratov.ru

410012
67

사할린주 연방이민청

Пр-т Мира, 56/6,

(4242) 780-523

mail@sakhfms.ru

г. Южно-

780-546

http://www.sakhfms.ru

Ул. Крылова, 2,

(343) 216-85-74

Urfo1@yandex.ru

г. Екатеринбург,

216-85-72

http://www.ufms-ural.ru

Ул. Багратиона,

(4812) 65-69-52

ufms67@gmail.com

13 А,

35-39-27

http://www.ufms67.ru/

Сахалинск,
693001
68

스베르들롭스크주 연방이민청

620028
69

스몰렌스크주 연방이민청

г. Смоленск,
214004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70

탐보프주 연방이민청

Ул. Маяковского,

(4752) 53-04-29

tamufms@rambler.ru

3,

53-03-01

http://fms.tambov.gov.ru

Ул. Вагжанова,

(4822) 49-33-93

updmtver@tvcom.ru

13,

52-00-44

http:www.tver-ufms.ru

Пр-т Ленина,

(3822) 51-73-25

pvsuvd@tomsk.gov.ru

122,

51-59-74

http://www.ufms.tomsk.

г. Тамбов, 392018
71

트베리주 연방이민청

г. Тверь, 170000
72

톰스크주 연방이민청

г. Томск, 634009
73

74

툴라주 연방이민청

튜멘주 연방이민청

gov.ru

Ул. Энгельса, 137,

(4872) 21-14-14

info@fms-tula.ru

г. Тула, 300012

30-48-68

http://www.fms-tula.ru

Ул. Республики,

(3452) 50-04-37

ufmstyumen@mail.ru

55,

http://www.ufms72.ru

г. Тюмень,
625000
75

울리야높스크주 연방이민청

Ул. Радищева, 39,

(8422) 39-90-24

skrt@ula.mvd.ru

г. Ульяновск,

39-90-03

http://www.ufms.region73.ru

Ул. Елькина, 36,

(351) 239-10-44

qfms@fmschel.su

г. Челябинск,

핫라인:

http://www.fmschel.ru

454000

8 (800) 200-12-

432071
76

첼랴빈스크주 연방이민청

55
77

자바이칼스크 지방 연방이민청

Ул. Ингодинская,

(3022) 35-32-01

chita@ufms.megalink.ru

72a,

26-79-90

http://ufms.chita.ru

г. Чита, 672000

№

지역 연방 이민청 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78

야로슬라브주 연방이민청

Ул. Собинова, 48,

(4852) 31-40-76

ufmsyo@mail.ru

г. Ярославль,

30-42-42

upvs@hcap.yar.mvd.ru

150000
79

유대인 자치주 연방이민청

http://www.ufmsyar.ru

Ул. Широкая, 6-a,

(42622) 4-55-83

ofms_еао@fmseao.ru

г. Биробиджан,

4-55-75

http://www.fmseao.ru

Ул. Ненецкая, д.

(81853) 4-23-46

federal1178@mail.ru

20

4-86-70

http://fms-nao.ru

679015
80

네네츠자치구 연방이민청

г. Нарьян-Мар,
Архангельская
обл.,
166000
81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Ул. Чехова, 12 a,

(3467) 39-83-22

fms@xmuvd.ru

연방이민청

г. Ханты-

핫라인:

http://www.ufms86.ru

Мансийск,

(3467) 39-81-36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628012
82

추코트카 자치구 연방이민청

Ул. Энергетиков,

(42722) 2-40-09

passport@anadyr.ru

7,

2-44-16

http://fms.chukotka.ru

Ул. Зои Космоде-

(34922) 3-59-52

ufms-ynao@yandex.ru

мьянской, 35, г.

3-55-55

http://уФМС России-

г. Анадырь,
689000
83

야말-네네츠 자치구 연방이민청

Салехард,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ь, 629008

янао.рф

≪메모리얼≫ 법률센터:
지역 상담 센터 주소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1

블라고베쉔스크;

675020, Амурская обл., Благовещенск,

아무르주

ул.Лесная,16

Татарец Л.М.

전화번호: (924)68 0000 1
팩스: 없음
Skype:tatarec59
Л.М. Татарец 변호사 온라인 실시간 상담
http://www.9111.ru/urists/info/tatarec/search/ и
https://tatarec.pravorub.ru/
2

보리소글렙스크;

397160, г. Борисоглебск, ул. Свободы, 170

Агабабовян

보로네슈주

전화번호: (47354) 626-12

Иоланта

팩스: (47354) 648-09

Аристакесовна

e-mail: iolant@icmail.ru
3

브랸스크;

241011, г. Брянск, ул. Октябрьская, д. 16

Поляков

브랸스크주

전화번호: (4832) 75-32-44

Николай

팩스: (4832) 75-32-44

Семенович

e-mail: ns-polyakov@yandex.ru
4

블라디보스토크;

690105,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г. Владивосток

Тютюнник

연해주

ул. Русская, 65, офис 27, а/я 38

Татьяна

전화번호: (4232) 499-109

Павловна

팩스:(4232) 499-109
e-mail: VlAdvokat@mail.ru
5

블라디카프카스;

362002, РСО-Алания, г. Владикавказ,

Сацаева

북오세티아 공화국

ул. Льва Толстого, 9

Джигули

전화번호: (8672) 505220

Казбековна

팩스:(8672) 505220
e-mail: djigu@mail.ru
6

볼고그라드;

400074, г. Волгоград, ул. Баррикадная,19

Наумова

볼고그라드주

전화번호: (8442)33-48-39

Лидия

(8442)97-33-75

Федоровна

팩스:(8442)33-48-39
e-mail: 89047706728@mail.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7

보로네슈;

394036, г. Воронеж, Никитинская, 19, кв. 13

Битюцкий

보로네슈주

Общественная приемная (ОП): Воронеж,

Вячеслав

ул. Цюрупы, 34, к. 304.

Ильич

전화번호: (4732)52-04-66
ОП (4732)52-14-01
팩스: (4732)52-04-66
e-mail: Memory2@comch.ru
8

그로즈늬;

364000, г. Грозный, пр-т Революции, 2/1,

Титиев

체첸공화국

кв. 42

Оюб

전화번호: (8712) 22-21-87
팩스: (8712) 22-21-87
e-mail: Memorial_Grozny@mail.ru
9

구데르메스;
체첸공화국

366204, г. Гудермес, ул. Белореченская, 34,

Юсупова

кв. 61

Лиля

전화번호: (87152) –2-2272

Салаудиновна

팩스: (87152) –2-2272
e-mail: ruslisozidanie@mail.ru,
Мariam1973@mail.ru
10

예카테린부르크;

620026, г. Екатеринбург, ул. Тверитина 38/1,

Некрасова

스베르들로프스크주

1-й подъезд, 1-й этаж,

Ирина

전화번호: Моб. 8 912 26 245 95

Юрьевна

팩스: (343) 262 89 11
e-mail: ekat-irina@mail.ru
11

예카테린부르크;

г. Екатеринбург, ул. Маршала Жукова, д. 13

Полянина

스베르들로프스크주

(в помещении ФГУП ПВС ФМС России)

Мария

전화번호: 8 922-298-6209

Борисовна

e-mail: polyanina-mariya@mail.ru
12

이바노보;

г. Иваново, ул. 4-я Деревенская,

Соколова

이바노보주

д. 24, кор. 1, кв. 39

Ирина

매월 마지막 목요일 ОГУ «Ивановский Дом

Евгеньевн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адрес Иваново,
ул. Почтовая, с 14.00 до 16.00.
전화번호: (4932) 47-33-49
팩스: (4932) 47-33-49
e-mail: SokolovaIvanovo@yandex.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7

보로네슈;

394036, г. Воронеж, Никитинская, 19, кв. 13

Битюцкий

보로네슈주

Общественная приемная (ОП): Воронеж,

Вячеслав

ул. Цюрупы, 34, к. 304.

Ильич

전화번호: (4732)52-04-66
ОП (4732)52-14-01
팩스: (4732)52-04-66
e-mail: Memory2@comch.ru
8

그로즈늬;

364000, г. Грозный, пр-т Революции, 2/1,

Титиев

체첸공화국

кв. 42

Оюб

전화번호: (8712) 22-21-87
팩스: (8712) 22-21-87
e-mail: Memorial_Grozny@mail.ru
9

구데르메스;
체첸공화국

366204, г. Гудермес, ул. Белореченская, 34,

Юсупова

кв. 61

Лиля

전화번호: (87152) –2-2272

Салаудиновна

팩스: (87152) –2-2272
e-mail: ruslisozidanie@mail.ru,
Мariam1973@mail.ru
10

예카테린부르크;

620026, г. Екатеринбург, ул. Тверитина 38/1,

Некрасова

스베르들롭스크주

1-й подъезд, 1-й этаж,

Ирина

전화번호: Моб. 8 912 26 245 95

Юрьевна

팩스: (343) 262 89 11
e-mail: ekat-irina@mail.ru
11

예카테린부르크;

г. Екатеринбург, ул. Маршала Жукова, д. 13

Полянина

스베르들롭스크주

(в помещении ФГУП ПВС ФМС России)

Мария

전화번호: 8 922-298-6209

Борисовна

e-mail: polyanina-mariya@mail.ru
12

이바노보;

г. Иваново, ул. 4-я Деревенская,

Соколова

이바노보주

д. 24, кор. 1, кв. 39

Ирина

매월 마지막 목요일 ОГУ «Ивановский Дом

Евгеньевн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адрес Иваново,
ул. Почтовая, с 14.00 до 16.00.
전화번호: (4932) 47-33-49
팩스: (4932) 47-33-49
e-mail: SokolovaIvanovo@yandex.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13

카잔;

420021, г. Казань, ул. Саид Галеева, 3

Балафендиев

타타르스탄

전화번호: (843) 292-48-73

Физули

팩스: (843) 292-48-73

Мирзебегович

e-mail: fizuli70@mail.ru, found@bancorp.ru
14

칼루가;

г. Калуга, ул. Гагарина, 1

Мосеева-Элье

칼루가주

(юр. клиника МГЭИ)

Любовь

전화번호: (920) 617-2323

Александровна

팩스: (4842) 569767
e-mail: helier49@gmail.com, helier@bk.ru
15

크라스노다르;

350063, г. Краснодар, ул. Мира, д. 29,

Гайдаш

크라스노다르주

комн. 5 (помещение Октябрьского филиала

Владимир

Краснодарской краевой

Евгеньевич

коллегии адвокатов)

(변호사)

전화번호: (8612) 62-49-26
팩스: (8612) 62-48-97
e-mail: proxorlitvin@yandex.ru
16

리페츠크;

398024, г. Липецк, ул. Механизаторов, 3а

Алленых

리페츠크주

전화번호: (4742)40-15-08

Дмитрий

팩스: (4742)40-15-08

Алексеевич

e-mail: urbir@mail.ru, Law-yer@yandex.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17

나즈란;

386101, г. Назрань, ул. Муталиева, 46

Акиев

인구세티아

전화번호: (8732) 22-23-49

Тамерлан

핸드폰: (963)175-2540

Батарбекович

팩스: (8732) 22-23-49
e-mail: memorial_nazran@mail.ru
18

노보로시스크;

353900, г. Новороссийск,

Дубровина

크라스노다르 지방

ул. Новоросси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8

Марина

전화번호: (8617) 61-23-72

Алексеевна

8-918-211-78-18
팩스: (8617) 61-23-72
e-mail: marinadubrovina@mail.ru
19

오룔;

302040, г. Орел, ул. Октябрьская, д. 122, кв. 70

Зайцев

오룔주

전화번호: (486 2) 41-41-54

Анатолий

팩스: (486 2) 41-41-54

Александрович

e-mail: zaicev@rekom.ru
20

오렌부르크;

г. Оренбург, Шарлыкское ш., д. 1, корп. 2,

Гладких

오렌부르크주

Центр юридических услуг, офис № 8

Алексей

전화번호: 핸드폰: 8 922 836 3273

Григорьевич

e-mail: pokrow2004@mail.ru
21

오체르; 페름;

61714, г. Очер, ул., Калинина, 22, офис 17

Поносов

페름주

(здание гостиницы, 2 этаж)

Борис

전화번호: (34 278) 315-46

Иванович

팩스: (34278) 315-46,
e-mail: bivp@mail.ru
22

펜자;

г. Пенза, ул. Суворова 65/67.

Ефремова

펜자주

전화번호: (8412) 68-74-40

Нина

팩스: (8412) 68-74-40

Федоровна

e-mail: svetoch.ngo@gmail.com,
svetoch@penza.com.ru (стар.)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23

뺘찌고르스크;

357501, г. Пятигорск, пр-т Кирова, 27 «А».

Дроздова

스타브로폴 지방

모스크바 대표부: 109451, Москва, Мячковский

Елена

бульвар, 11 (1 этаж жилого дома, с

Евгеньевна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стороны подъездов,
напротив – Ледовый Дворец).
Проезд: до ст. метро «Братиславская», выход в сторону ул. Братиславской,
변호사 Плыкина Ольг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전화번호: (8793) 97 43 24,
(8793) 39-38-08
모스크바 (495) 346 18 01, (095) 346 18 00
팩스: (8793) 97-43-24, (8793) 39-38-08
e-mail: edrozdova_07@mail.ru
24

로스토프나도누;

344082, г. Ростов-на-Дону,

Дубинина

로스토프주

ул. Обороны 24 оф. 206

Светлана

전화번호: (8632) 53-93-88

Георгиевна

팩스: (8632) 53-93-88
e-mail: svedubinina@yandex.ru
25

사마라;

443009, г. Самара, ул. Воронежская, 9

Сабинина

사마라주

전화번호: (846) 997-15-83

Татьяна

팩스: (846) 332-00-03

Павловна

e-mail: memorial28@mail.ru
Sabinina10@mail.ru
26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1911036,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Цейтлина

ул. Гончарная, д. 19 Д

Ольга

전화번호: (812) 717 35 31,

Павловна

(812) 717 35 34, (812) 717 35 39
팩스: +7 (812) 717 35 31,
+7 (812) 717 35 34
e-mail: oosipova@hotmail.com;
OTseytlina@mail.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27

사라토프;

410002, г. Саратов, ул. Некрасова, 17, 3 этаж,

Бирюкова Жанна

사라토프주

оф. 304 Саратов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

Александровна

Российского детского фонда
전화번호: (8452) 23-69-06,
핸드폰: 8 (8452) 37-54-44 (Ж. А. Бирюкова)
8 903 380 10 61 (Молокова В. М)
팩스: (8452) 23-69-06
e-mail: bir-zhanna@yandex.ru,
для В. М. Молоковой:
v.molokova@yandex.ru
28

스몰렌스크;

214000, г. Смоленск,

Соляников

스몰렌스크주

ул.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д. 4

Михаил

전화번호: (481-2) 38-23-19,

Иванович

(4812) 52-02-00
팩스: (4812) 52-02-00
e-mail: abm-947@sci.smolensk.ru
29

소치;

г. Сочи, п. Адлер, ул. Ленина, 204, 2 этаж.

Семен

크라스노다르 지방

(остановк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имонов

«ж/д вокзал Адлер», авт. No. 105, 106, 125,
167 и др.)
웹사이트: http://rights.opensochi.org/
전화번호: 918-001-60-18
e-mail: Memo.Sochi@gmail.com
30

타간로그;

347900, г. Таганрог, ул. Бабушкина 54 А-21

Трофимова

로스토프주

전화번호: (8634) 60-31-04

Ирина

팩스: (8634) 60-31-04

Михайловна

e-mail: iren-trof@rambler.ru
31

탐보프;

392000, г. Тамбов, ул. Коммунальная, д. 42,

Шайсипова

탐보프주

офис 37, Тамбовская городская

Валентина

коллегия адвокатов

Алексеевна

전화번호: 8 (4752)72-03-64,
팩스: 8 (4752)72-03-64
e-mail: vshaysipova@mail.ru

№

지역

주소 및 연락처

32

하사뷰르트;

368022, г. Хасавюрт, ул. Мусаясула, 40

Ясиева

다게스탄

전화번호: (872310) 43-21

Расият

팩스: (872310) 43-21

Юсуповна

e-mail: rassiyat@rambler.ru
33

첼랴빈스크;

454091, Челябинск, ул. Елькина, 45

Буранкова

첼랴빈스크주

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Ольга

전화번호: 8-351-741-41-75

Вадимовна

핸드폰: 8-(922) 239-20-25
e-mail: burankova@mail.ru
34

샤흐띄;

346500, г. Шахты, пер. Черенкова 7, каб. 2.

Сердюкова

로스토프주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тора г. Шахты

Анна

전화번호: (86362) 2-50-17

Александровна

팩스: (86362) 2-50-17

(변호사)

e-mail: SerdukovaAnna@mail.ru
Skype: MemoShaxty

№

지역

35

모스크바

주소 및 연락처
г. Москва, Олимпийский проспект, д. 22.

Ганнушкина

офис Комитета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

Светлана

[почтовый адрес: МОО ПЦ «Мемориал»,

Алексеевна

127051, г. Москва, Мал. Каретный пер. 12
전화번호: (495)-681-18-23, (495)-681-15-32
(495)-681-09-54, (495)-681-05-27
팩스: (495) 681-15-32
(495)-650-5779
e-mail: LCRMoscow@mtu-net.ru
ccaserver@mtu-net.ru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

X. 난민 접수 센터

주소: 105264, г. Москва, Измайловский бульвар, 39/41
전화번호: (495) 290-35-52, (495) 290-35-68, (495) 290-35-54, (495)465-31-01
팩스: (495) 465-35-56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핫라인
체포

및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핫라인으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903) 792-22-79 (24시간 운영).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일반우편은 다음의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105264, г. Москва, Измайловский бульвар, д. 39/41
이메일 주소: rusmo@unhcr.org.
러시아연방 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활동에 대한 추가정보는 웹사이트 www.unhcr.ru에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드크로스 핫라인 전화번호(무료)
(전체 상담, 인신매매 퇴치, 노동 이민):
8 800 333 00 16, 러시아 전 지역에서 무료 전화, 월 - 금 8.30부터 18.30까지
이 안내서는 영어, 러시아어, 불어, 다리어, 아랍어로 제공됨.
러시아연방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2015년 1월

난민 접수 센터

주소: 105264 Москва,
Измайловский бульвар, д. 39/41
전화번호: (495) 290-35-52,
(495) 290-35-68, (495) 290-35-54,
(495)465-31-01
팩스:

(495) 465-3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