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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4차 여행 금지령  

 

법적 고지: 이 권고안은 법률 구조 협회의 이민법 부서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 된 정보는이 문서의 맨 아래에 있는 버전 날짜 기준으로 
최신 정보이며 소송 결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6 월 26 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 하와이 소송 케이스에서 2017 년 9 월 24일에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제 3차 여행 금지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차드,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및 소말리아 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6 국가는 주로 무슬림 인구 국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년 4 월 10 
일 차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나머지 7 개국은 계속 여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0 년 1 월 31 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버마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수단, 탄자니아를 추가하는 네 번째 여행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여행 금지는 2020 
년 2 월 21 일에 발효됩니다. 
 
금지령은 이민자 (법적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입국 한 사람)와 비 이민자 (예 : 방문객 
또는 학생 등 제한된 기간 동안 입국한 사람)로 구분됩니다: 
 
국가 이민 비자  비 이민 비자  비고 
버마 
(미얀마) 

모두 금지, 미국 정부에 
협조를 제공 한 자격을 
갖춘 특수 이민자 제외 

해당되지 않음  

차드 
 

2018년 4월 10일 금지령 
해제 

2018년 4월 10일 해제  

에리트레아 모두 금지, 미국 정부에 
협조를 제공 한 자격을 
갖춘 특수 이민자 제외 

해당되지 않음  

 이란  모두 금지 학생 (F 및 M) 및 교환 
방문자 (J)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지, 강화된 심사 및 조사 
필요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면제; 
면제는 2017 년 10 월 18 
일에 종료. 

이락 입국 가능하지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 필요 

입국 가능하지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 필요 

단정적 금지 대상이 
더이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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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민 비자  비 이민 비자  비고 
리비아 모두 금지 B1/B2 사업 및 여행방문자 

금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면제; 
면제는 2017 년 10 월 18 
일에 종료. 

키르기스스탄 모두 금지, 미국 정부에 
협조를 제공 한 자격을 
갖춘 특수 이민자 제외 

해당되지 않음  

나이지리아 모두 금지, 미국 정부에 
협조를 제공 한 자격을 
갖춘 특수 이민자 제외 

해당되지 않음  

북한 
 

모두 금지 모두 금지  

소말리아 모두 금지 입국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테러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 필요.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가진 이민 비자 
신청자만 면제; 면제는 
2017 년 10 월 18 일에 
종료.  

수단 다양성 비자 추첨 이민자 
제외하고 금지 

해당되지 않음  

시리아 모두 금지 모두 금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면제; 
면제는 2017 년 10 월 18 
일에 종료. 

탄자니아 다양성 비자 추첨 이민자 
제외하고 금지 

해당되지 않음  

베네주엘라 입국 가능하지만, 확실한 
여행자 최신 정보를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 필요. 

입국 가능하지만, 확실한 
여행자 최신 정보를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 필요. 

선별 및 심사 절차에 
관여하는 특정 공무원 
및 직계 가족 금지 
 

예멘 모두 금지 B1/B2 사업 및 여행방문자 
금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선의의 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면제; 
면제는 2017 년 10 월 18 
일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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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들은 여행 금지령에서 제외됩니다:  
o 영주권자; 
o 금지령 효력일이나 그 후에 미국에 입국 또는 가석방된 사람: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은 2017년 9월 24일; 또는  
 북한과 베네주엘라는 2017년 10월 18일; 또는 
 버마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는 

2020년 2월 21일;  
o 금지령 발효일에 유효한 비자 이외의 서류 – 예를 들어 교통편, 적절한 탑승권 
또는 사전 가석방 서류 – 를 가진 사람; 

o 비 지정 국가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  
o 특정 외교 비자 소지자;  
o 금지령 발효일에 이미 신분상태가 허가된 망명자 및 난민; 그리고  
o 고문 금지 조약 아래 제거 또는 보호 중단이 허용된 사람. 
 

 한 개인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할 수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o 입국 거부가 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o 입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안될 경우; 및  
o 입국이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 

 
 난민 

o 새로운 여행 금지령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o 2017년 3월 16일 여행 금지령은 120일의 난민 입국 정지를 요구하였고, 이는 

2017년 7월 14일에 만료되었으므로 2017년 9월 24일 또는 2020년 1월 31일 
여행 금지령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이민 핫라인 844-955-3425으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