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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텍사스  

다파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추방유예)와 확장된 다카 (아동 미국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의 동점 결정은 무슨 의미인가? 

2016년 6월 24일 

2016년 6월 24일 미국 최고법원은 미국 대 텍사스 케이스에게 4-4 결정을 내렸다.  

미국대 텍사스 케이스는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 다파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추방유예)와 확장된 다카 (아동 미국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이 

시행되어야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미국 최고법원의 미국 대 텍사스 케이스 결정은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판사들은 4-4 동점 투표 (미국에게 4표, 텍사스에게 4표)로 결정을 내렸다.  이 동점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하위 법원의 결정대로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게 임시 금지 명령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참고: 일반적으로 미국 최고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있으나 현재는 8명 뿐이다.  안토닌 스캘리아 판사가 올해 초 사망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인물로 메릭 갈랜드를 임명하였으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임명 확정 절차를 거부했다.) 

이 케이스의 역사는 무엇인가? 

2014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가 2012년에 시행된 다카 조치, 임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미국에 아동 신분으로 입국한 특정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행정조치, 다파-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특정 부모들에게 제공하는임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도 함께 발표했다.   

2014년 12월, 텍사스와 25개 주들이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이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 

시행을 정지하도록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연방정부가 확장된 다카 

신청서를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된 하루 전날, 텍사스 연방법원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 시행을 봉쇄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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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해당 명령에 항소하였을 때 제 5순회 연방법원은 하넨 판사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것이 다파와 확장된 다카를 계속 봉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후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가 진행되도록 미국 최고법원에 제 5순회 연방법원의 결정에 관한 

항소를 제기했다.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의 결정은 무슨 의미인가?  

미국 최고법원의 동점 결정때문에 텍사스 법원이 결정한 예비 금지 명령대로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 시행은 지속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다파와 확장된 다카의 합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몇달 내로 NILC는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 최고법원이 과반수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결정은 미국 

최고법원의 판례 (예: 미래의 유사한 사건에 선례로 사용)가 되지 않는다.  나라의 최고 

법원이 내놓은 4-4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 조치들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이 동점 결정은 연방 5순회 법원과 연방 지방 법원의 항소 결정과 함께 

머물게 되었다.  연방 법원의 금지 명령은 연방 5순회 법원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 시행을 지속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요점이다. 

2012년 시행된 다카 조치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케이스는 2012년 최초로 시행된 다카 조치와 무관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초 시행된 다카 조치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카 신청을 계속하고  이미 

다카 승인을 받은 사람은 6월 23일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nilc.org/issues/daca/에서 참고하면 된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는 미국 사법부에게 권고하여 아홉번째 판사가 확정되면 미국 최고법원에게 

이 케이스의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미국 최고법원이 재심사를  승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반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법원의 공석이었던 경우 

재심사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1953년에 미국 최고법원의 로버트 잭슨 판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존 할란 판사가 공석을 채운 후 세개의 케이스를 

재심사한 적이 있다. 

http://www.advancingjustice-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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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게 권고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다파와 확장된 다카 조치가 

시행되도록, 그리고 2012년 시행된 다카 조치를 보호하기 위해 기타 법적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어쨌거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존엄성 있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하는 공포 없이 살도록 이 이슈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할 

것이다.  우리가 다파와 확장된 다카의 합법성에 대해 계속 변론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들과 지역사회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나아가길 권고한다.  주정부들과 

지역사회들이 이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와 지역 

정부들은 소득 또는 출생 국가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번창할 수 있는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의진흥협회에게 문의하시길 바람. 한국어 라인: 800-86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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