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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6일에 
이슬람권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연방지방법
원에서 중단한 2017년 1월 27일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3월 16일에 다시 실행하는 것이다. 
1월 27일의 행정명령은 난민들의 입국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슬람권 7개국 즉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
아, 예멘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중단하
도록 했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트럼프 행정부

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행정명령 
실행의 잠정적 중단명령을 신청했고 연방지
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1월 27일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행
정명령을 잠정 중단했다. 그 후 트럼프 행정
부는 9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실
패했다.
3월 6일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1월 27일 행

정명령의 대상이었던 7개국 중 이라크를 제
외한 6개국의 국민의 입국을 최소 90일 동

안 금지한다. 미국영주권자, 행정명령의 대상
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이
중국적자, 여행허가서 소유자, 망명이 허가된 
입국자 등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재외된다. 
입국이 거절이 되면 외국인에게 심한 어려움
이 있고 미국에 위협대상이 아니고 미국 국
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인 경우 CBP와 대
사관에서는 입국금지와 관련 면제(Waivers)
를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일
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체
를 소유하거나 미국에 부모, 자녀, 또는 배우
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은 면제를 허가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리고3월 6일의 행정명령은 전처럼 난민

들의 입국을120일 동안 중단하지만 2017 회
계 연도의 허용된 난민수를 110,000명에서 
50,000으로 줄인다.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한정 금지한다는 내용과 핍박을 받는 소
수종교를 가진 난민들을 우선으로 받아드린
다는 내용은 행정명령에서 삭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 이민제도로 인하여 미

국에 위협되는 외국인들이 많이 미국에 입국
했다는 주장을 했다. 행정명령에는 2가지 테
러 관련 케이스의 예를 들었는데2013년 이라
크 국민 2명이 난민으로 입국하여 해외에 있

는 테러범들을 지원한 케이스와 5살 때 미국
에 난민으로 입국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된 
소말리아 출생의 미국 시민권자가 테러를 시
도한 케이스이다. 이라크는 행정명령에서 제
외되었고 소말리아 출생의 난민은 미국 입국 
후 극단주의자가 된 경우이므로 현재 입국금
지 명령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을 막기 위

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수정했지만 1월 27일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
다. 헌법은 정부가 종교를 바탕으로 차별하
지 못하도록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슬람권 6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
을 금지함으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
을 차별한다. 새로 수정된 행정명령에 이슬
람 종교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
언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인의 입국을 줄이기 위
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당시 이슬람 교인들

의 입국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었
고 전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에게 어떻게 하
면 이슬람 교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종교를 바탕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헌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
다. 911 테러범들의 출신 국가중 사우디 아
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머리트, 레바논 등은 
입국금지 대상의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그리
고 지난 2월에 미국연합통신에 의해 보도된 
비공식적인 국토안보부의 분석 자료에 의하
면 테러범들의 출신국가는 다양하고 퍼져있
으므로 국적은 앞으로의 일어날 수 있는 테
러사건과 관련 짓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
므로 결국 행정명령이 실행되어 이슬람권 6
개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입국이 거절되어
도 테러위협을 막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6일 행정명령은 또다

시 연방법원에의해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미국에서는 가장 힘 센 대통령이라도 미
국헌법을 따라야하고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법부에서 제동을 건다. 자세한 내용은 전
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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