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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 2017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는 반(反)이민 행
보를 이어가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는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할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난민
입국제한조치, 범죄 전과 및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국내외
법적,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첫째, 반(反)이민 정책수립에 우호적인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 및
국내여론을 조명하는 정책결정의 수요(demand-side of policy-making)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생산(supply-side of policy-making)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외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반(反) 이민 정책을 어떻게 생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요인, 행정부의 기조, 그리
고 개인적 성향의 상호 역학(dynamic)속에서 형성됨. 따라서 강경한 반
(反)이민 정책의 배경을 가치(Value), 이익(Interests), 그리고 정체성
(Identity)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본 정책브리핑에 개진된 의견은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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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그것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
시하고자 함.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이 향후 국내
정치 환경 및 경제, 외교,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고자 함.

2. 반(反)이민 행정명령들1)과 주요내용
❍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 효력을 위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이나 개입이
따로 요구되지 않으며, 명령 즉시 법적 효력을 지님.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서 통과된 법과는 구분

❍ 주요내용 및 진행과정
날 짜

행정명령

주요내용
- 멕시코 불법이민자의 밀입국을 방지하
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국경수비대 요
원 5000명, 추방업무를 담당할 이민국 직
원 10000명 증원.

1월 25일

국경 보안 및 이민법 시행 강화
(Executive Order 13767: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

1월 25일

미국 내 공공안전 강화
(Executive Order 13768: 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기금지원 중단.
- 체류자 신속 추방 지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테러리스
트로부터의 보호
(Executive Order 13769: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
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
-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을 120일 동안
정지.
- 시리아 난민 프로그램 무기한 중지.

1월 27일

1월 30일

워싱턴 주 연방법원에 반(反)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법,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전역에서 잠정중단 명령

2월 4일

연방 법무부, ‘잠정중단명령’ 항고

2월 5일

제9연방 항소법원, 법무부 항고 기각

3월 6일

수정 행정명령
(Revised 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

1)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놓은 반(反)이민 관련 행정명령들을 미 언론에서는 각각의 행정명령의
특성에 따라 ‘Travel ban’, ‘Muslim ban’, 그리고 ‘Refugee ban’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보
고서에서는 이 모든 행정명령들을 포괄하여 반(反)이민 정책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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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행정명령과 수정 행정명령의 5가지 차이점
① 발효 일자
- 기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 발효되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공항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 이번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
력 발생.

② 이라크 제외
-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 제외.
-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

③ 시리아 국민 무기한 입국금지 완화
- 기존 명령은 시리아 난민 입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유해하다는 점을

들어 무기한 입국금지. 수정 명령에서는 시리아 국적자도 여행객의 경우
90일, 난민의 경우 120일간 한시적인 입국금지 조처 적용. 그러나 한해
최대 5만 명으로 난민 허용숫자 제한.
④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소지자는 입국 불허대상에서 제외
- 기존 명령은 영주권자 소지자까지도 입국금지 적용 대상으로 지정.
- 이번 수정 명령에서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가

수정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국 가능.
⑤ 종교 차별 문구 삭제
- 이슬람 국가에서 소수파인 기독교인에 대해 언급한 기존 문구 삭제.

3. 가치, 이익, 정체성에 따른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배경
가. 정치적 가치
(1) 트럼프의 개인 성향 및 정치적 가치
❍ 2000년 저서 “우리에게 걸 맞는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미국의 주요문제에 대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밝혔는데, 이민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
❍ 2011년 저서 “강해져야 할 때(Time to Get Tough)”에서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강조.
❍ 2015년 저서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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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합법적

인 이민자들이 미국을 훌륭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었으나, '불법 이민
'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 이민 제한 정책으로 남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토착주의(nativism):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자신의 선거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멕시코가 미국으로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
을 추방하겠다고 선언. 즉 트럼프는 타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 견지. 트럼
프 대통령은 캠페인 시절부터 저숙련(low-skilled) 노동자의 임금문제를
이민문제로 연결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외국인 혐오와 이슬람
혐오로 증폭시킴.
❍ 인종차별주의(백인우월주의): 인종, 민족, 출신국에 근거해 무차별적 공격.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문화가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 탓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믿음.
❍ 트럼프식 반(反)이민 정책의 핵심은 불법이민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나
테러범으로 보는 것. 그는 "일부 불법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대다수 불법이민자는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정직하고, 유순하며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그들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
❍ 지난 9년간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CRP)에
의하면 약 20년 동안 민주·공화 양당 후보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기부.
트럼프의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로 나누기 애매하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자(Pragmatist)로 평가.
❍ 대중인기 영합적 성향: 지지율 또는 지지층의 인기에 집착.

(2)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가치
❍ 반(反)이민 행정명령 작성 책임자들의 성향
-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극우 인사인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최근 단행된 ‘반(反)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각종 자유무
역협정 파기 등의 배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전 세계의 빈축을 산
트럼프 취임 연설문도 배넌이 작성. 특히 배넌은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을 지속적으로 주창. ‘미국 민족주의’의 주창자이자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급’을 유인하는 선거 전략의 입안자이기도 함.
-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밀러는 의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때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문 작성했으며, 현재는 백악관 정책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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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 표출과 반(反)이슬람 운동 주도. 반(反)
이민주의자인 당시 세션스(Jeff Sessions, 現 법무부 장관) 상원의원을
도와 2013년 공화·민주 상원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친(親)이민
개혁 법안을 상원에서 부결시키는 데 앞장.
❍ 보호주의: 안보, 외교 및 무역 등 사실상 전 부문을 관통하는 트럼프
내각의 핵심. 안보와 외교측면에서는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이슬람 국가,
멕시코에 강경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무분별한 자유무역 정책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고착, 그리고 일자리 감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 신(新)고립주의: 트럼프는 국제질서의 관리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의
문제해결을 중요하게 생각.
❍ ‘요새 보수주의(Fortress Conservatism)’: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오로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방어하는 데에만 치중하려는 전형적인 백인 노동계층의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지적.
❍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미 우선주의 노선의 강력한 원동력은
경제위기로 인한 대중의 불안과 경제가 불안할수록 값비싼 대가를
동반하는 대외 개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혐오가 기반. 즉 철저히
미국의 국익만을 바탕에 깔고 있는 고립주의, 경제우선주의, 포퓰리즘이
합해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됨.

나. 정치· 경제· 안보에 관련된 이익
(1) 정치적 이익
❍ 파격적인 정책으로 참신한 정치인의 이미지 구축: 2016 미 대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트럼프나 샌더스(Bernie Sanders) 같이 워싱턴의 주류와
는 거리가 먼 아웃사이더 후보들이 공화·민주 양당의 경선과정에서 대약
진. 양당의 주류 후보들이 구태의연한 공약으로 일관한 것에 반해, 트럼
프와 샌더스 둘 다 유권자들에게 파격적인 공약 제시.
❍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
- 미국적 권위주의(American Authoritarianism) 부상: 기존의 질서가 유지

되기를 바라고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개개 유권자들의 심리적 성
향.
-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민으로 인해 인구변화나 경제변화가

생기면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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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
Hetherington and Weiler 2009).

(Taub

2016;

Macwilliams

2016;

❍ 기존 정치에 분노하던 계층에게 어필
- “샤이 트럼프(Shy Trump)” 또는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결집

이 결국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
-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는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나 공화

당의 보수주의적 기본 가치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 미국 사회 기저에 있
는 사회 구조적,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우익 포퓰리즘 (Right-wing Populism) 확산: 대중의 공포와 증오심을 반

영. 백인 주류층이 그들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위협하는 정치, 사
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정치권의 무능에 분노한다는
것.
- 이와 같은 이유로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거칠게 말하는 트럼프에 민심이

쏠리는 현상이라는 해석.
-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백인 저학력, 저숙련, 저소득층들은 자
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일자리를 앗아간 자유무역정책, 관
용적인 이민정책, 소모적인 외교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워싱턴 정치(Establishment) 때문이라고 여김.

(2) 경제적 이익
❍ 멕시코와의 무역전쟁: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부터 북미자유협정(NAFTA)
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 발생,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 불법이민,
마약과 무기 밀매 등의 문제로 이에 대한 초강력 대응 예고.
❍ 몰락한 노동계층의 정서 대변: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을
놓고 볼 때 미국 경제는 호조세.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로 생활수준이
떨어진 노동자들은 불법이민자, 자유무역 등에 반감. 트럼프는 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면서 몰락한 노동계층의 정서 대변.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트럼프에 대한 적극적 지지.
❍ 핵심지지 계층의 경제이익 보호:
-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백인 노동자를 대표하고 거대한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미국에 절실히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진보적인 요소임. 이는 공화당의 기존 경제정책
노선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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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경우 미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앞세운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에 환호.

(3) 안보적 이익
❍ 테러 위협에 대한 단호한 이미지 구축: 2015년 12월말 CBS와 뉴욕타임스
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9%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 2016년 6월 Washington Post/ABC News
의 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신들
의 지역이 공격받을 것에 대한 우려 증가.
❍ 시리아
지역의
숫자는
범죄가

난민 사태 영향: 2015년경부터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북아프리카
내전 피해자들이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부터 난민들의
폭발적으로 증가. 장기간에 걸친 유럽 경제위기로 외국인혐오
늘어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
❍ 유럽발(發) 우경화/극우 민족주의 발흥: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Brexit)
투표 결과나 유럽 전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중도 정당의 몰락과 극우 정
치의 창궐. 이는 난민 쇄도와 이슬람국가(IS) 테러가 주요 원인.
❍ 테러 위협 확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전 세계를 무
대로 무차별 테러를 자행.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

다. 사회 정체성
❍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 대두
- 사회 정체성이란 개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할 때 자신이 속한 '사

회(즉, 가정, 지역사회, 회사 등)'를 통해 정립한다는 것. 즉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한 뒤, 외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짐.
- 특히 이민자 및 무슬림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Out-group에 투사되어 인종차별(racism)과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으

로 발전.
❍ 사회정체성의 정치적 활용: 에이큰과 바텔스(Achen and Bartels 2016)에
따르면, 백인 남성, 보수 기독교인, 농촌 거주자, 노동자, 저학력자가 트럼
프의 핵심 지지계층이며,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투표결집
이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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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反)이민 행정명령에서의 쟁점 사항
❍ 국경 장벽 건설비용 문제
- 신자유주의와 긴축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 주류가 수십억 달러가 들 것으

로 예상되는 장벽 설치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
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멕
시코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고, 민주당 텃밭이자 히스패닉 출
신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그리고 애리조나 부분의 국경 상당수
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 부족의 반발 예상.
❍ 불법 이민자 = 예비 범죄자?
- 현지 언론 등은 실제로 이민자의 범법 비율이 미국 태생인 사람들의 범법

비율보다 낮음에도 트럼프가 이민자는 범죄자라는 공식을 주입시켜 공포
감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려 한다고 비판. 게다가 최근
의 연구들(Park and Norpoth 2016; Ousey and Kubrin 2009; Adelman et
al. 2016)은 이민과 범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

려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2)
❍ 여전히 남아있는 위헌적 요소
- 무슬림교를 차별하고 기독교를 우위에 둠3)으로써 연방정부의 특정 종교

지지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establishment clause)에 위배.

종교의

자유

중

국교설립조항

-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국적과 종교를 차별함으로써 수정헌법 제5조의 적

법절차 조항 (due process clause)을 통한 평등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을 침해.
- 미국에 입국하는 비(非)시민권자에 대해 의회가 법률로 부여한 최소한의

자유권을 박탈함으로써 수정헌법 제5조의 절차적 적법절차 (procedural
due process)에 위배.
- 주정부로 하여금 주 거주민에 대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 인가되지 않은 권력은 주정
부에 유보한다는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
- 비자 발급 시 인종, 국적, 출생지,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2) 예상과는 달리 많은 연구들은 이민이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에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활발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며,
경제 발전에 가져와 결과적으로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3)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기독교계 난민에게 입국 금지 면제라는 특혜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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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위배.
- 특정 6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에 대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망명 신청의 기회를 박탈하여 이민법에 위배.
- 특정 6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망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제연합(UN)

의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이행을 담고 있는 연방
외교개정법(Foreign Affairs Reform and Restructuring Act)에 위배.
- 종교 자유의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연방 종교자유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위반.
- 특정 6개 무슬림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절차 기준을 공식적 법령 제정

없이 상당 부분 개정함으로써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
- 임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연방 행정절

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

5.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미 국내외 반응과 평가
❍ 시민단체
- 대표적인 반(反)이민단체 ‘넘버 USA’가 오바마재임 8년간 주장해왔던

이민단속 강화 10대 요구사항들 6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단 7일 만에
실현됐다고 환영. 그간 주장해 온 10대 항목 중 ▲난민 수용 제한,
▲추방대상 이민자 구금, ▲범죄전과 이민자 신속 추방, ▲지역경찰의
외국인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 보고의무화 등 6개 항목이 이미
성사됐거나 부분적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
-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서에서 새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똑같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 백악관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도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사실상 ‘무슬림 금지법’인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

❍ 정치권
-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反)이민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백악관과 정부

부처들 간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 1월 27일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민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물론이고
법무부·국무부·국방부 등도 행정명령 관련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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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음.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트럼프 서명 직전에야
해당 내용을 듣고 측근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함. CNN에 따르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작성 책임자들인 배넌과 밀러가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자문을
생략했으며,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유권해석’마저 뒤집었다고 보도.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이 미국 영주권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긴급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마저도 백악관에 의해 곧바로 부정됨. 결국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내의 혼선 및 책임소재를 둘러싼
밀러 등 트럼프 측근 그룹’과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관료 집단’ 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대통령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예이츠

비난은 ‘배넌,
중심으로 하는
한편, 트럼프
(Sally Yates)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 백악관은 성명에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명령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해임을 발표. 또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외교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조치에
집단 반발하여 국무부에
검토중”이라고 보도.

정식으로

‘반대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 야권에서 샌더스(Bernie Sanders)는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이 이슬람

광신도에게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반(反)이민, 난민 행정명령을 비판하고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훼
손시키고 있다며 비난.
- 여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 혹은 긍정 등으로 대체로 동조하는 편으

로,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은 3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에 부합한다”고 트럼프의 수정된 행정명령에 찬동. 그러나 공화당의
중진 및 원로 의원 중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은 종교적 시험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맥케
인(John McCain) 상원 의원과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 의원 또한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 수정 행정명령 발표 이후 백악관은 “‘수정 명령=무슬림 금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무슬림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
❍ 여론의 추이
-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펄스오피니언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불법이민을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56%는 테러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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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
-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은 지난 1월 25일부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무슬림 7개국 출신 난민의

실시한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 응답자의 33%는 반대, 10%는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당지지도로 봤을 때, 공화당 지지자 8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59%, 민주당 지지자 34%가 이번
행정명령에 찬성. 이는 지난해 8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테러리스트를 배출한 국가의 이민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던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한 것과 비슷한 결과.
- 지난 1월 31일에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의 49%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밝힘.
- 지난 2월 21일 하버드-해리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77%가 이민개혁을

지지했고 53%가 불법이민규제 행정명령에 찬성, 그리고 80%가 불법체류
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연방자금지원을 막은 행정명령에 지지 의사를 표
명.
❍ 해외 반응
- 유럽연합은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이젠 미국도 유럽에 위협이라며 거칠

게 비판.
-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된 이란은 즉각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
- 영국 의원 7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의 격을 낮추라는 발의안에

서명
-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인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했다

면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며, '제네바 난민 협정'의 준수를 강조.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공식적으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선

언.
-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행정 명령 중단을 요구.

6. 반(反)이민 정책의 향후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여전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과 과격한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천명. 또한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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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호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
❍ 수정된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큰 틀은 그
대로라는 지적. 미국 내 반발과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결국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소송의 최종 결과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많은 미국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 이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한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 지명자(보수 성향)의 상원 인준 여부에 따라 이
소송전의 승패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 현재 연방대법원 법관은 총
9명 중 1명 공석으로 보수 대 진보 성향 4대 4 구도 진영임. 한편,
대통령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고 법원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7. 반(反)이민 정책의 국내외적 파급효과
❍ 미국의 경제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이 인권의 측면에서는 비난에 직면할 지라도

경제적으로 백인 노동계급에게 이득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가져올
가능성 예측됨.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저학력 저숙련 이민노동자의
유입이 본국 노동자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국 등 불공정

경쟁국 제재가 예상됨. 특히 기존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고 향후 협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역 협정들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2017년만

놓고 보면 경기부양을 비롯한 긍정적 효과가 집중될 전망.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전망. 특히
이민 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 및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약화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미국의 중동정책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에 따르면 테러리

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반(反)무슬림 정책은 본래 의
도와는 달리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12

- 무슬림 국가 모두(46개국)가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겠다고 경고. 이슬람인의
반발을 불러 대(對)미 테러 가능성 증가.
- 행정명령에 언급된 7개국 중 어느 나라도 지난 16년간 어떠한 테러공격도

하지 않았음. 반면에 알카에다와 급진주의 세력들의 주 활동 무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다른 지하드 세력의 온상인 파키스탄, 그리고
트럼프 가족의 사업체가 있는 터키를 포함한 국가들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음.4) 따라서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
예상됨.
❍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난민입국 금지 조처로 인해 외교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치 행보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을

폐기할 예정이며,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국내 갈등이 증폭될 것.
따라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특히 2018년 11월에 실시될 중간 선거를 의식하여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과 같은 보호주의 선거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실망한 ‘앵그리
화이트(angry white)’ 유권자의 이탈로 공화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020년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에 안보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무역이나 통상 등 경제 이익 관련 문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임.

4)h t t p : / / f o r e i g n p o l i c y . c o m / 2 0 1 7 / 0 1 / 2 9 / t r u m p s - i m m i g r a t i o n - o r d e r - g i v e s - a m m u n i t i o n - t o - i s i s
-endangers-u-s-troops/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