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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
월 27일에 이슬람권 국가를 향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실행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슬람
권 7개국 즉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중단했다. 
이 행정명령은 사전에 발표 없이 갑자기 

실행되어 미국에 입국을 하려했던 이슬람
권 국가의 국적자들에게 큰 혼란과 환란
을 가지고 왔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 후 입국이 거
절되고 미국행 비행기 탑승도 저지되었다. 
합법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
을 거부당했고 영주권 소유자 또한 영주권
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미국과 세계 곳곳의 비난과 항의 중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이슬람권 7개
국의 국적을 가진 미영주권자와 이슬람권 
7개국의 국적과 그 7개국 외의 다른 나라

의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중국적
자 또한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트럼프 행

정부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행
정명령 실행의 잠정적 금지명령을 신청했
고 2월 3일에 연방지방 법원의 제임스 로
바트 판사는 1월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행정명령을 잠정 중
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회 연방항소법
원에 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을 항소했
고 2월 7일에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를 했다. 9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빠르
게 진행되어 일주일 내에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9회 연방항

소법원의 2명의 진보적인 판사들이 시애
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연
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이 유지되더라도 트
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그 판결을 항
소할 것이므로 행정명령이 불법인지 아닌
지는 좀 더 기다려야 최종판결이 날 것 같
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부

분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1952년도 법을 통해 대

통령은 국익에 해로운 외국인은 누구든
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행정명령
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1952년도 
법은 국회에서 1965년에 통과된 이민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1965년에 통과된 이민법
에 의하면 정부는 비자신청자의 인종, 성
별, 국적, 출생지, 또는 거주지로 차별화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 7개국의 국적을 소유한 외국인
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외국인을 국적
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1965년에 통
과된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를 바

탕으로 이민자를 차별한다. 헌법은 정부
가 종교를 바탕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
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
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함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한 행정명령은 난민들의 입국을 120일 동
안 중단하고 120일 후에는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은 난민들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한다. 행정명령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난민들을 
우선화 한다고 TV 방송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종교를 바탕으로 입국을 거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효과적이지 않

다.  이전 911 테러범들의 출신국가 중 사
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머리트, 레바
논 등은 입국금지 대상의 국가에서 제외
되었는데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
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머리
트에 사업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자심사절차에 문제
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선정된 이슬람권 
7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서 테러사건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
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인

도주의적인 이민방침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으로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
법적인 행정명령을 억제하고 우리가 소중
히 여기는 미국의 가치관을 지켜줄 것이
라 믿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
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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