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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권 은 혜

I. 들어가며: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mobility)

이동성(mobility), 즉 이동할 곳을—혹은 머무를 곳을—선택할 개인의 능
력은 서구 근대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다.1) 21세기 들어 영미권의 문화 
및 도시 지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이동성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연구했다.2) 
사회학자 미미 셸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성적 경계와 모빌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야말로 이동성을 갖춘 백인, 이성애자 남성, 국민적 주체를 
구축하고 이에 힘을 부여하여 백인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 주체의 
“권력은 자유로운 모빌리티라는 지배적 내러티브를 지탱해 줄 타자를 발
견해야만 유지된다.”3) 셸러의 통찰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타자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백인 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1) 지리학자 팀 크레스웰은 고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서구 근대 국민국가
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권을 정의하는 방식을 추적했다. Tim 
Cresswell, “Citizenship in worlds of mobility”, Ola Soderstrom, et al., 
eds., Critical Mobilities (London: Routledge, 2013), Chapter 4. 

2) 문화 및 도시 지리학자들의 미국 소수자 모빌리티 관련 연구 중 대표적 예
는 다음과 같다. Euan Hague, “‘The Right to Enter Every Other State’: 
The Supreme Court and African American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Mobilities, 5-3(2010), pp. 331-347; Tim Cresswell, The 
Tramps in America (London: Reaktion Books, 2001); 팀 크레스웰, 최영
석 역,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서울: 앨피, 2021).    

3) 미미 셸러, 최영석 역,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서울: 
앨피, 2019), 65쪽. 

특집

Homo Migrans Vol.27(Nov. 2022): 36-63

DOI https://doi.org/10.32715/hm.2022.27..002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

http://www.homomigrans.com                                 이주사학회 37

성애자 남성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백인 엘리트는 백인이 이주할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을 
선조들로부터 내려 온 땅에서 제거하고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건
국 이후 자유 흑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
하는 대신에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식민화 계획을 고려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은 그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 이동
의 자유를 추구하며 저항했다.4)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은 “적국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동
과 거주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
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서부 해안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했고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에 급조된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다. 
1942년 10월에 정부는 이들을 무기한 수용소에 가두는 대신 서부 해안 
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
립했다. 재정착 정책은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던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
국(War Relocation Authority, WRA)’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 전시재이
주국 산하 11개 ‘재이주 센터(Relocation Center)’―이는 정부 공식 명칭
이었고 집중수용소의 성격 때문에 ‘캠프(camp)’라고 불렸다—의 관리들은 
수용자들을 설득해 취업, 학업, 군 입대 등의 목적으로 캠프를 떠나 중서
부 혹은 동부 지역에 가서 재정착하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44년 12월 일본계 미국인 집단 소개 및 배제명령이 취소되자 서부 해
안 지역으로의 귀환 역시 허용되었다. 재정착 정책이 시작된 1942년 10

4) 건국 초기 인디언 제거와 해방 흑인 식민화 정책에 대한 미국 백인 엘리
트, 인디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응에 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Samantha Seeley, Race, Removal, and the Right to Remain: Migr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노예해방 직전과 이후 짐크로 시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꾸준히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추구했다. Mia Bay, Traveling 
Black: A Story of Race and Resist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Blair Murphy Kelley, Right to Ride: Street Car Boycotts 
and African American Citizenship in the Era of Plessy v. Fergus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Elizabeth 
Stordeur Pryor, Colored Travelers: Mobility and the Fight for 
Citizenship before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6); Gretchen Sorin, Driving While Black: African 
American Travel and the Road to Civil Rights (New York: Liverigh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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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마지막 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가 폐쇄되던 1946년 3월까지 총 5
만 7천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5만 2천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명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무
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5) 즉 WRA의 기대와 달리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일정서가 팽배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것
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착 정책과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경험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1세기에 출간된 연구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초기 연구는 재정착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집행자였던 WRA 및 이들과 협력해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와 재이주자를 관찰했던 당대 버클리대학 사회학자들의 연
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다.6) 1946년에 출간된 WRA 보고서는 
재정착정책의 의도가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
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7) WRA 캠프는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
인, 특히 니세이가 중서부나 동부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담—서부에서라
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수 없던 일자리에 취업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등—을 수집했다. 역사가 로저 대니얼스는 이런 정부 자료를 

5) US Dept of the Interior, J. A. Krug, Secretary, and War Relocation 
Authority, Dillon S. Myer, Direct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pp. 151-152.

6) 1942년 봄부터 UC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였던 도로시 스웨인 토마스는 일
본계 미국인 소개 및 재정착연구(JERS) 팀을 꾸렸고 전후 2권의 책을 출
간했다. Dorothy Swaine Thomas and Richard S. Nishimoto, The 
Spoilage: Japanese American Evacuation and Resettlement during World 
War Ⅱ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6); Dorothy 
Swaine Thomas, The Salv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토마스의 1952년 저서는 중서부와 동부에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시카고대 사회학과에서는 시카고에 재정
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정착 양상을 분석하는 학술연구논문과 저서를 출간
했다. 역사가 엘렌 우에 따르면, 동화정책으로서 WRA의 재이주정책과 그 
효과에 관한 당대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전후 아시아계 미국인 모범적 소수
자 담론의 여러 기원 중 하나였다. Ellen D. Wu,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150-180. 

7)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xv-xvi,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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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문서”라고 부르면서도 “대부분의 재정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
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으며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캠프
보다는 개선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8) 대니얼스는 1970
년대부터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집중수용소(concentration camps)”라
고 부르고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비판적인 
역사가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WRA의 뉴딜 자유주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와 동부 도시로의 재정착을 선택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
시 프론티어를 개척”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9) 

이 글은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이 복합적이고 다양했
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 들어 출간된 일본계 미국인의 전시 경험 회
고 및 연구서에서는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신청했어도 신
원조회과정에서 거부당했던 경험을 상세히 언급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
다.10) 재정착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정
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및 이들의 에스닉 정
체성 약화였지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
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를 선택할 경우 수용소의 일본계 미국
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낯선 대도시에서 다른 인종
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합”되어 살아야 했다. 수용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

8) Roger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s in World 
War Ⅱ (New York: Hill and Wang, 2004, Rev. ed.), p. 80.

9) Ibid., p. 82.
10) 재정착 정책에 관한 일본계 미국인의 입장이나 재정착 경험은 다음 2차 

사료에서 추렸다. Matthew M. Briones, Jim and Jap Crow: A Cultural 
History 1940s Interracial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Alice Kishiye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IL. (Charleston: Arcadia Publishing Library Editions, 2002);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Lawson Fusao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Experience (Berkeley: Heyday Books, 
2000); Scott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s of Race: Black and 
Japanese Americans in the Making of Multiethnic Los Ange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David K. Yoo, Growing 
Up Nisei: Race, Generation, and Culture among Japanese Americans of 
California, 1924-49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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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재정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 역
시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과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족을 찾았다.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이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9세기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제거나 식민화 계획의 목표는 인디언과 흑인을 미국으로부
터 배제하는 것이었고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의 
통합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뉴딜 자유주의 정부가 소수자 
통합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불평등했고 강제적이며 조건적이었다.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들을 
거의 강제로 분산 이주시켜 동화와 통합을 유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일본
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캠프에 남거나 중서부 대도시 대신
에 서부 해안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착 정책에 반발했다. 본론
의 첫 번째 장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WRA가 재정착 정책을 
고려하게 된 동기 및 재정착 기획 초기 단계에 나왔던 내부 논의를 다룬
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42년 말부터 1946년까지 WRA가 석방과 재정착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던 방식을 다룬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재정
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다양한 반응과 재정착 경험 사례를 다룬
다.   

II.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 및 수용정책이 이들의 이동성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단 소개 정책을 채
택하기 이전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
고했다. 1942년 3월 초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가 4개 주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군사지역 밖
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의 시기에 약 9천 명 정
도만 이주했고 이들은 대개 서부 해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부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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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태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주자가 구직과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란 불가능했다.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3월 27일자로 군사지역 내 일
본인의 자발적 이주를 중단했고 집단적 강제 소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강
제 소개명령이 내려지자 전시 농업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부 내륙 및 
중서부 주(오리건 동부, 유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의 농장주들, 
특히 사탕수수회사들은 일본인 소개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
시했고 내무부도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1942년 4월 솔
트레이크시티에서 중서부 11개 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WRA 초대 국
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소개된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이들의 노동력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
용할 5가지 방식—농지 개간 등 공공근로사업, 연방정부 소유 프로젝트 
토지에서 식량 생산, 위장네트 등 군수물자의 생산, 민간 고용, 소개자들
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콜로라도와 유
타를 제외한 다른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소개자 노동 프로그
램에 대해 각자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들 모두 일본인의 민권
과 인권에는 무관심했다. 1942년에 일본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외부 취
업 및 재이주시키는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탕수수농장의 계절
노동 수요 충족을 위해 약 1만 명이 차출되었다. 그 사이 일본인 집단 수
용의 원칙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교육계는 니세이 대학생이 
캠프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그리고 일본인의 비일본인 배우자
들은 배우자의 석방과 가족 재결합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11)

법무부와의 협의 하에 WRA는 1942년 5월부터 소개자를 취업의 목적으
로 석방시켜 궁극적으로 센터 외부로의 재이주와 재정착을 장려하는 프로
그램을 논의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WRA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 강화―
소개자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WRA를 보호하기 위해―와 소
개자의 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송무차관은 전쟁 이
후 WRA를 겨냥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인 집단 구금의 원칙을 엄
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WRA 역시 소개자 다수—약 7만 명
의 니세이—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금의 강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웠다. 소개자 취업 및 재이주의 형식으로는 단기 석방, 
계절노동이주, 학생 재이주, 군사지역이 아닌 장소로의 “무한 강제휴가

1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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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finite furlough)” 등이 논의되었다.12)

1942년 7월 20일에 WRA는 기본석방규정(basic leave regulations) 초안
을 확립하고 루즈벨트 행정부를 설득했다. 국장 아이젠하워는 일본계 미
국인 소개자의 석방 및 재이주가 절실하다고 워싱턴에 호소하면서 인력이 
귀한 전시에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령 연
령에 속한 시민이던 니세이가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캠
프] 환경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13) 7월의 
초안에서는 석방 자격자를 시민권자인 니세이로 한정했다. 소개자의 장기 
재정착 지역으로는 서부 군 기무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서부 해안, 그리고 
동부 군 기무사령부 관할 지역인 대서양 해안을 제외하면—동부 군 기무
사령부는 일본인의 동부 해안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남는 곳은 중서부
였다. 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들은 서부에 비해 일본인에 대
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재이주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
는 한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석방할 지였다. 영구 
석방을 지지하는 관료들은 “미국인의 정상적인 경제적 삶에 [소개자들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이들을 다시 캠프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
장했다.14) 실제로는 두 입장이 절충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원칙상 
WRA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실제
로 한 번 석방되어 이주한 소개자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4년간 단 한
번 뿐이었다.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WRA 내부 논의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이고 논
쟁적인 제안”은 “WRA가 모든 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센터를 떠날 것인
지 아니면 계속 잔류할 지를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개별 소개자의 판단
에 맡기자”는 것이었다.15) 하지만 WRA는 전시 긴급 상황이라는 현실 앞
에 일찌감치 이상을 포기했다. “국익과 소개자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면
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진행해야 하는 것의 어
려움, 그리고 극심한 반일 여론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적 재정착 정책을 

12) Ibid., pp. 32-34.
13) Ibid., p. 37.
14) Ibid., pp. 36-37.
15) Ibid.,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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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경우 혼란, 유혈사태, 심각한 국제적 혼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
다.16) 

1942년 10월 1일자로 확립된 최초의 석방 규정은 신청자가 연방수사국
의 신원조회와 WRA 자체 내부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전원 재이주
(All-Out Relocation)”시킨다는 내부 원칙을 담았다. 미국시민인 니세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이세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
육받은 키베이도 모두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단 석방 허가를 받으
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 지역 및 일
본인에 대한 적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동 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
았다. WRA는 소개자 석방 프로그램을 “재이주센터의 자연스럽지 못한 환
경에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WRA 
국장, 송무차관, 고용부 수장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
다.17) 

WRA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서 최대한 빨리 석방
시켜 정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WRA 관료들은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캠프를 떠나길 원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은 생각보다 적극적
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의 석방과 재정착을 반
대할 여론을 고려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고른 분산과 점진적 석방을 
WRA에 주문했다.  

III.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943년 9월 루즈벨트는 미 상원에서 “전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소개라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은” 일
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지지했
다.18) 루즈벨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확립한 재정착 정책의 원칙은 일본

16) Ibid., p. 39. 
17) Ibid., p. 40. 
18)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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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미국인 인구의 점진적이고 고른 분산이었다. 1944년에 루즈벨트는 서
부 해안 지역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
에 “이들을 나라 전역으로 흩뜨리는 작업이 잘 진행 중”이며 “미국 전역
에 7만 5천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흩어져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화내
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19) 역사가 존 하워드에 따르면, 루즈
벨트는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 석방이 그의 역사적인 4선 도전에 악영향
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점진적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들을 분
산”시키길 원했으며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 “한 카운티당 한 두 가족
만” 보내야 여론 악화를 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20) 대통령의 극
단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WRA는 일본계 미국인을 비교
적 고르게 “분산”해 한 주당 “인구의 0.1%를 구성하게 만들려 계산”했
다.21) 역사가 그렉 로빈슨은 서부 해안의 반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
지 루즈벨트가 일본계 미국인을 “문제라고만 보고 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평가했다.22) 

재정착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WRA는 일본계 미국인 집단 배
제 명령의 부분적 취소를 제안했다. 1943년 3월 WRA의 2대 국장 딜런 
마이어는 전쟁부 장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충성심이 입증된 니세이, 제1차 
대전 참전 일본인 군인, 현재 군복무 중인 니세이 가족 등 세 집단에 대
한 배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
만 1943년 3월 니세이를 미군에 통합하지 않고 분리 부대를 만든다는 전
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캠프에서는 니세이 분리 부대 징집에 반감을 가
진 소개자들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에 포함된 미국에 대한 무조
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하며 다른 이들도 선동했다.23) 전쟁부 장관은 불충

19) Ibid., p. 80.
20)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223-224. 

2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90.

22) Greg Robinson, By Order of the President: FDR an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218-222.

23) 군입대, 취업, 대학 진학을 위해 석방과 재정착을 신청하려면 WRA의 ‘무
기한 석방 신청서’라고 불린 재이주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해야 했다. 이 신
청서에 WRA는 그 악명높은 충성심 질문―“당신은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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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개자의 분리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마이어의 제안을 거부했다. 
마이어는 “충성스러운 이들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
하지 않은 채로 불충한 이들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
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
다.24) 마이어의 요청에 전쟁부는 귀를 막았고 충성 맹세 거부자의 분리 
수용에 몰두했다.

WRA는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을 깨
뜨리고 긍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중
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에 수천 명의 [미국화된] 니세이를 점진적으로 흩어
지게 하면 괴물로 그려진 소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을” 것이었다.25) WRA는 주요 재이주도시에 현장사무소
를 설치하고 일본인에 대해 관용적인 지역사회 단체나 교회조직을 모아 
지역재정착위원회를 구성했다. 1943년에 중서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
부 워싱턴디씨에 이르는 지역에 총 26개의 지역재정착위원회가 설립되어 
재이주자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944년 초
부터 WRA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적 관용에 
관심을 가진 교회 및 기타 사설 기관”과 함께 니세이 분리부대의 충성심
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선전 작업도 진행했다.26) WRA의 자체 평가에 따
르면 당국의 “선전”이 진행되면서 1944년 가을이 되면 반일 정서는 수그
러들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잡지와 신문은 “무고한 이들이 불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태도를 보였다.27)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천황, 그 밖의 다른 외국의 정부나 권력 혹은 조직
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충성 맹세나 복종을 포기할 것인가”―을 포함시켰
다. 이 질문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좌절시켰다. 니세이 중 약 20%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
로 답변했다. Cherstin M. Lyon, “Loyalty Questionnaire”,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Loyalty_questionnaire/ (검
색일: 2022년 7월 28일). 충성심 질문과 일본계 미국인 시민권에 관한 라
이언의 저서도 참고하라. Cherstin M. Lyon, Prisons and Patriots: 
Japanese American Citizenship, Civil Disobedience, and Historical 
Mem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2).

24)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25. 

25) Ibid., p. 121.
26) Ibid., pp. 122-123.
27) Ibid.,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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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에 총 1만 7천명의 소개자들이 재이주를 선택했다. 이들은 대체로 
18-30세 사이의 니세이였고 이들의 이세이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는 
캠프에 남았다. 이세이는 집이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
니라면 굳이 낯선 지역에서 재적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 일본계 미국인 사
이에 있길 원했다. “보다 활기차고 기민하며 미국화”된 니세이에게 가장 
매력적인 재이주 장소는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반오리엔탈 정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시카고였다.28) 덴버와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 두 도시에는 전쟁 이전에 형성된 
작지만 안정된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위 3개 주요 재이주 도시 이외
에 중서부와 서부산간지역 주에 소개자들이 고루 퍼져 정착했다. 동부 해
안 지대에도 일자리는 많았지만 1943년에는 이 지역에 일본인의 도래를 
꺼리는 전쟁부의 입장으로 인해 재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다.29) 서부 내륙 
지대에 소재한 캠프 수용자들은  인종차별과 취업기회 부족으로 남부로의 
이주를 꺼렸고 캠프 관리들도 권장하지 않았다. 유일한 남부 지역 캠프였
던 아칸소 소재 로우워 캠프의 수용자들은 캠프 인근 플랜테이션에 농업
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미시시피의 도시로 이주했다.30)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인 배제명령이 1944년 12월 17일에 철회
되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WRA는 
소개자들이 서부 해안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센터의 폐쇄 
일정을 확정하고 센터에 남아있는 소개자의 재이주를 추진했다. 놀랍게도 
많은 소개자들이 캠프에 잔류하길 원했다. 1944년 12월까지 석방 절차를 
활용해 센터를 떠난 이들은 군 입대 혹은 군수산업에 취업한 이들 2천 3
백 명을 포함해 3만 5천명에 불과했다.31) 일 년 안에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WRA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소개자들을 재이주시켜야 했지
만 여의치 않았다. 소개자들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부 해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이웃들이 테러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 1945년 1
월에서 6월 사이 서부 해안으로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34건 발생했다.32)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전쟁 중 급증한 도시 인구에 비
28) Ibid., p. 135.
29) Ibid., pp. 135-137.
30)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pp. 223-228.
31)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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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상황 및 유색인을 차별하는 주택 계약 관행
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었다.33) 당연히 소개자
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센터에 남고 싶어 했다. 

진보 언론 매체는 연방정부가 서부로 돌아오는 일본계 미국인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인종 폭력, 사회적 보호망 
부재 등 재정착자가 처할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WRA는 주거는 
재정착자 스스로, 인종 폭력과 복지는 지역사회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
을 고집했다. 이들을 위한 특별 공공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인
을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해 전체 인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해
결책”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 후손을 제약하건 혹은 환영하건 간에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
장했다.34) 서부 해안의 반일 정서와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WRA는 그럴
수록 소개자들을 더 많이 귀환시키고 이들에게 우호적이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지역 내 집단이 “인종편견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우기며 연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35) 캠프를 끝까지 떠나
지 않으려는 이들을 내보기기 위해 WRA는 마지못해 약 3천 명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일본계 미국인—어린 자녀를 둔 가정, 상이군인, 노약자 등
—을 수용하기 위한 트레일러 공원을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에 건설했지만 
이마저도 1946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고 당국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출시
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다고 한다.36)  

1942년 10월부터 1946년 3월 격리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4년간 총 5만 7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5만 2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 명은 법무부의 보호관
찰 대상자로 남았다.37) 일본인 인구가 서부 해안지대에 집중되고 고립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들을 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은 

3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6.
33) Ibid., p. 166.
34)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9-150.
35) Ibid., pp. 150, 153.
36)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7.
37) US Dept of the Interi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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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되지 못했다. 1946년 WRA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 해안 주에서 겪은 모든 차별
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개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센티멘탈한 호감
과 이곳을 ‘집’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38) 

서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한 5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 
전역으로 고루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일본인은 전체 주 인
구의 약 0.1%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WRA는 전시 일본인 재정
착 정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속한 인구 재조정 사례 중 하나”이자 “일
본인 소수자를 재통합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했다.39) 
WRA는  재정착 정책이 다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계 미국인을 알아가
는 “첫 씨앗”을 뿌렸다고 자축했다.40) 이들을 “일본 천황 광신도”로만 알
고 있던 중서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 역시 “품위 있고 예의바르며 신실한 사람이자 다른 미국인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적응하려 노력”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41) 물론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물리적 분산이나 일부 미국인들과
의 대면 접촉만으로 이들을 미국사회로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WRA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
려면 강제 소개와 구금으로 인한 이들의 재산 손실 보상, 아시아인을 차
별하는 주법과 연방 이민귀화법의 개정, 소개자의 정착과 재통합을 돕는 
지역 시민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WRA 보고서는 제안했
다.42) 

IV.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서부 해안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일본계 미국인
들은 수용소를 떠나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서만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

38) Ibid., p. 192.
39) Ibid., pp. 187, 192. 
40) Ibid., p. 192.
41) Ibid., p. 192.
42) Ibid.,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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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먼저 재정착의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집단은 니세이, 그 중에서
도 대학을 다니던 중 소개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나 수용소 생
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WRA 역시 고등교육이 필요한 니세
이의 재정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호소했다. 1943년 4월 WRA 
국장 딜런 마이어는 재이주센터에서의 삶을 “부자연스럽고 비미국적인 
삶”이라고 묘사하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을 “유자철선 뒤에서 
무장경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43) 

일본계 미국인 소개가 시작된 직후 WRA의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1942년 5월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지도자 클라렌스 피켓이 조직한 전국 일본계 미국인 학생 
재이주 위원회(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NJASRC)에 니세이 재이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뢰했다. NJASRC에서 
니세이 대학 진학 추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워싱턴대학 사회학자 로버
트 오브라이언이었다. 퀘이커교도이자 인종정의를 추구하던 오브라이언은 
시민인 니세이의 강제 수용에 반대했고 이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돌려주어
야 한다고 믿었다. 니세이의 석방과 대학 진학은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니세이 대학생』
에서 오브라이언은 대학 진학으로 니세이가 “일본식 관습과 제도와 단절
되어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44) 
NJASRC는 WRA와 함께 대학, 민간기업,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망을 
구성해 수천 명의 니세이를 중서부, 동부, 남부 소재 6백여 개 대학에 보
냈다.45) 1942년 초에는 약 7만 명의 서부 출신 니세이 중 약 3천 3백 

43)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65.
44)  오브라이언은 전시 니세이 대학 진학 정책을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니세이 대학생을 수용한 지역에서의 반응과 니세이의 동화 과정을 다룬 
『니세이 대학생』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Robert W. O’Brien, The 
College Nisei (Palo Alto: Pacific Books, 1949). 오브라이언의 생애와 
퀘이커 평화주의자, 인종관계 연구자로서 NJASRC 활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Shaffer, “Robert O’Brian”,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obert_O%27Brien/ 
(검색일: 2022년 7월 20일). 

45) NJASRC에 대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했다. Allan W. Austin, “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National_Japanese_American_Student_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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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대학에 등록했고 1946년까지 학생재이주프로그램 아래 추가로 5천 
5백 명의 니세이들이 캠프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다.46)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대학 진학 및 재정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세이는 수용소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망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들
은 부모 형제와의 이별,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불안
정 및 인종 편견을 이유로 재정착에 저항했다. 대학생이 될 자녀를 둔 부
모들도 일본계 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자녀를 보내길 두려워했다. 
치즈코 키타노는 스미스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법무부 구금에서 
풀려나 캠프로 온 아버지,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대학 진학
을 포기했다. 키타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
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멋진 기회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했다.47)  

이주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누려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덴버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메리 오기는 1942년 가을에 덴버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부로 잠
시 돌아갔을 때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48) 하트마
운튼 캠프 수용자였던 M.M.은 1943년 1월 덴버에 도착하고 약 3주가 지
나 덴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멋
진 것이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악몽같
다. 이 곳 덴버에서 기차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들은 개인적이지 않아 지
금까지는 불쾌한 일이 없다.”49)

일본계 미국인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백인 미국인들은 거리나 대
중교통기관의 행인으로서, 혹은 고용자로 이들을 만날 때 공손하게 대해
주려 했던 것 같다.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소재한 스미스칼리지에 입학

ocation_Council/ (검색일: 2022년 8월 30일).
46)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79.
47) 오브라이언의 관찰과 키타노의 심정은 다음 책에서 재인용했다.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48) Ibid., p. 111. 
49)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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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스탄스 무라야마와 그녀의 니세이 친구 헬렌은 등굣길에 동네 가정
주부들로부터 아침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50) 릴리안 오타는 버클리에서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수용소로 오게 되었다. 니세이 대학 진학 재이주 정
책의 첫 수혜자 중 하나였던 오타는 1942년 8월 장학금을 받고 탄포란캠
프를 떠나 웰슬리칼리지로 가는 기차를 탔다. 아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동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대개 
오타를 무시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승객이 딱 한 명 있
었다. 이 중년 여성—아마도 백인—은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던 경력
이 있어서 오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칭찬했고 오타
도 수긍했다. 곧 그녀는 “위험한 일본인을 수감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평
하다가 오타에게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다. 오타가 “장제스 
부인의 모교인 웰슬리칼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일본계 미국인이라
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 여성은 오타를 “더 반갑게 대해” 주었고 몇 주 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51) 1943년 초 시카고로 이주한 T.F.는 “온 지 4주
가 지났지만 아직도 흥분이 꺼지지 않는다. 어딜가나 따뜻하게 맞아준다”
며 좋아했다. 한 교수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T.F.는 그의 아내
와 세 딸 모두 그녀에게 “맞춰 주려 신경 써 주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낀다”며 이 가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한 리
버럴”이라고 표현했다.52)  

미국인이면서 ‘적국’ 일본인의 후손이던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 남은 
부모와 다른 가족을 대변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1944년 봄 프랭크 이노우에는 “아직 캠프에 남아있는 이
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니세이 
대학생들이 이들에게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53) 오타는 웰슬
리대학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보타주와 스파이 
네트워크’에 엮어 있다”고 믿는 학생을 대면했다. 오타는 “최선을 다해 그
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 학생에게 일본
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의 기관지인 <태평양 시민(Pacific Citizen)>

50) Yoo, Growing Up Nisei, p. 112. 
51) Lillian Ota, “Campus Report”,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79-284.
52)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53) Yoo, Growing Up Nisei,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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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주었다 (1942년 당시 JACL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강제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었다고 인정”했다.54)

재정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정체
성 약화와 미국 사회로의 강제적 동화였다. WRA 관리들과 NJASRC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에게 다른 미국인과 어울리려 노력하고 여가나 종
교 활동을 할 때도 일본계 미국인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학교, 직
장, 집 혹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WRA 지부와 협동 기관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일본계 미국인 이주자들은 외
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오기와 무라야마에게 대학에
서 만난 니세이 여학생들과의 우정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윤활
유였다.55) 소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았지만 다수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
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니세이 대학생도 있었다. 유타대학에 다
니던 한 학생은 NJASRC에 보낸 편지에 동료 니세이들이 “120명 이상 모
여 거북할 정도로 눈에 띄게 행동”한다면서 “니세이가 언제나 교훈을 배
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썼다.56) 

전쟁 기간 중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이주했던 
시카고에서 WRA는 서부에서처럼 일본계 미국인의 집중 거주 지역이 형
성되지 못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57) 인류학자 재캘린 하든과의 인터뷰
에서 빌 무라사키는 전쟁 기간 중 WRA가 재이주자들에게 강조한 규칙은 
“뭉쳐 모이지 말고 눈에 띠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시카고에서 
우리 [일본계 미국인] 동네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WRA는 
시카고의 개별 사업주에게도 일본계 미국인의 모임을 감시하라고 주문했

54) Ota, “Campus Report”, p. 281.
55)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56) Ibid., pp. 112-113.
57) 194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은 390명에 불과했으나 전쟁 기간 중 재

이주자의 유입으로 2만 명 이상에서 거의 3만 가까이 증가했다. 1945년 
초 서부 해안으로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시카고를 떠
나 195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 인구는 만 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시카고 내 일본계 미국인 
주거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은 재캘린 하든의 연구를 참고하라. Jacalyn D. 
Harden, Double Cross: Japanese Americans in Black and White Chicago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Chapter 4, 10th 
para.,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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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 카와이의 회고에 따르면, 재이주 초기였던 1943년 초 시카고의 한 
무도장에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를 보러 많은 일본계 미국인이 모이자 
무도장 주인은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관객의 비중을 “전체 5%”로 제한했
다. 일본계 미국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일본
계 미국인 소개자를 위한 연합기독교사역이 1942년에 결성되었고 소개자 
교인들은 지정된 장소—시카고대학 손다이크 힐튼 채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파별 모임이나 소개자들만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초교파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며 이 때 분리된 일본인 회
중을 형성하거나 일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계 미
국인 목사들과 회중은 초교파 예배 형식이 신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반
발하며 교파 집단을 형성했다.58)

미국 대도시 주거지의 극심한 인종 분리, 그리고 전쟁 중 대도시 군수공
장 취업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 재
정착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시카고의 백인들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세를 주길 꺼렸
다. 1943년 6월 찰스 기쿠치와 그의 여동생들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내 
유대계 미국인 소유 아파트에 두 달째 거주하던 중 퇴거 통보를 받았
다.59)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집 주인은 “중국인”이나 다른 비백인 입주자
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60) 지역 관청의 중
재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기쿠치는 시카고에서 백인
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깨닫게 되었다. WRA는 
“백인과 흑인 주민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에—시카고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소재—일본계 미국인 거주지를 지정했고 여기서 일본계 미국

58) 무라사키와 카와이의 회고는 하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Ibid., Chapter 
4, 12th and 13th para., E-book. 시카고 일본계 미국인의 종교 활동에 관
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하라.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63.

59) 사우스사이드에 1920년대 대이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처음 대거 
유입되고 20세기 후반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 
발전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는 다양한 유럽 이민자들의 
주거지이기도 했다. Dominic A. Pacyga, “South Side”, Encyclopedia of 
Chicago, http://www.encyclopedia.chicagohistory.org/pages/1177.html 
(검색일: 2022년 8월 21일).

60) 기쿠치의 이야기는 브리온스의 책에서 재인용했다. Briones, Jim and Jap 
Crow,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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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상대하는 아파트, 하숙집, 호텔 등을 운영
했다.61)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와 인근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은 약 3만 6천 
명으로 이들은 리틀도쿄에 주로 거주했다. 강제수용이 시작된 후 리틀도
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은 브론즈빌(Bronzeville)
이라고도 불렸다.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
던 194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흑
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영구 거주지가 없었다.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오
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점유한 그들의 공간을 되찾으려 인종 폭동이 일
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돌았고 이에 시장과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계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 리틀도쿄/브론즈
빌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거와 종교시설, 사업장을 
두고 경쟁과 갈등을 빚었지만 후자가 전자의 귀환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
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귀환한 일
본계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영구 주거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은 임시
변통으로 지은 집이나 하숙집, 호텔을 전전했다.62)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캠프를 영구히 떠나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없었다. 재정착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수사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 신청자
는 교육, 전쟁 이전 소속 단체와 지인 등의 항목에서 친일적 요소가 없고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1943
년 2월 경 최종 확정된 무기한 석방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충성심 선언이었다. 일본 천황 혹은 다른 정부나 조직에 대한 맹
세를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
변해야 했다.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에게는 재정착의 기회는 주어
지지 않았다. 

미노루 키요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
세이 중에서 키베이로 분류되었다. 1942년 중반 토파즈 캠프 수용 당시 
18세였던 키요타는 니세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

61)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4.
6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p.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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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캠프 사무실에 석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 달 뒤 그는 연방수
사국 직원의 심문을 받게 된다.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를 “더러운 일본 놈”
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일본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본무술협회
(Butoku-kai) 회원”이라고 몰아붙였다. 키요타는 어린 시절 협회에서 취
미로 검도 수업을 받은 게 전부이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무너졌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
린 시절 일본에서 검도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친밀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
심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다. 
연방수사국 직원의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그는 캠프를 탈출하기 위
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프를 둘러 싼 유자철선망 근처에서 산책만 
해도 경비대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서는 탈출 계획을 포기했다. 그가 캠프
를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프 근처 농장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재정착정책이 확립되고 모든 일본계 미
국인 수용자가 무기한 석방신청서의 충성심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토파
즈 캠프 안의 다른 니세이는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 맹세를 결의했
지만 키요타는 “미국 시민인 그에게 미국정부가 행사하는 지나친 강요”에 
분노했다. “이 정부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투옥시켰고, 내 자유를 가
져가 버렸고, 교육의 기회를 방해했으며 연방수사국의 치욕스런 심문을 
받게 해 캠프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나보
고 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하려 한다.” 충성심 
질문에 그는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토파즈 수용소 근처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그는 탈출할 생각으로 동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
라탔다가 동료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해 기차에 내렸다. 몇 달 뒤인 1943
년 가을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한 수용자들의 
분리 수용소인 툴리레이크로 송치되었다.63)   

재정착 정책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이동성에는 조건이 달렸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본인 부모, 일본 문화와 전통, 일본계 미국인 공동
체를 떠나 충성스런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보여야 제한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동화의 의지를 증명해도 이

63) 키요타의 이야기는 다음의 내용을 요약했다. Minoru Kiyota, “From 
Beyond Loyalty”,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92-311. 
키요타의 직접 인용은 306~307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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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이동 장소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중서부 대도시에서 반일 정
서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을지 몰라도 유색인에 대한 차별은 미
국 어디에나 있었다. 인종차별과 정서적 공동체의 부재 속에 중서부나 동
부로 이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재확인했다.

V. 나가며: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소개 및 배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이들을 재이주센터라고 불리던 집중수용소로 몰아넣었
다. 미국 정부는 WRA의 재이주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에
게 이동의 자유라는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들의 민권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동의 자유에는 단
서가 붙었다. 일본인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지 말고 
미국의 주류집단과 문화에 동화되어 더 많은 미국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
인이 “괴물”이 아니라 동료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었
다. 정부가 주도하고 감시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정책에 대해 다수
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회의를 느꼈고 이주의 기회 대신에 캠프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들과 남기로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동화 의지를 
증명하려 중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했던 소개자들은 사실상 인종분리가 지
배적인 중서부 대도시에서 일본인 공동체와 문화의 부재 속에 외로움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재이주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계 미국
인의 양가적 대응은 인간 기본권으로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누가 이
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특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
며 모든 사람이 이주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4) 하
지만 이주자를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공동체가 부재하다면 이주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이 낯선 지역으로 떠날 이주의 자유 대신에 
64) 셸러,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304~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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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족 사이에서 살길 선택했다. 일본계 미국
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소속과 집단 정체성을 지워 버리고 
미국인과 어울리라고 지시했다. 일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재이주 지역으
로 인기가 높았던 시카고에서 이들은 백인과 흑인 주거지의 중간 지점 어
딘가에 흩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에스닉 미국인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
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사회의 주류였던 백인이 이들을 
받아준 것도 아니었다. 1944년 말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귀환이 가능해
지자 많은 이들은 시카고를 떠나 서부로 돌아가길 선택했다.65) 

뉴딜 자유주의 정부는 민족 소수자인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자유주의 
국가 미국의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시카고에 남기로 선택
한 니세이들은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시카고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들 중 하나로 정립하려 했다. 1945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니세이들은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Chicago 
Resettlers Committee)’를 결성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만 
참여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도 충분히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복구와 동화를 증명
하는 부담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달렸다”고 내세웠다.66) 
WRA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고 1946년 시카고 시 정
부는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를 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
로 인정했다.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
하지 않고도 시카고의 주민이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기본 원칙—소수인종집단 인구를 집중 거주
지에서 대도시로 분산 이주시켜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하기—은 1952년 트루먼 행정부의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서 다시 부활했다.67) 이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은 WRA의 국

65)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66)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 Ellen Wu, 

“Resettlement in Chicago”, Densho 
Encyclopedia,https://encyclopedia.densho.org/Resettlement_in_Chicago/ 
(검색일: 2022년 7월 10일).

67)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ouglass K. Miller, Indians on the Move: Native America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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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던 딜런 마이어였다. 인디언 재이주 프로그램은 인디언 뉴딜이라고 
불리던 1930년대 인디언 부족 문화 및 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인디언 취
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는 
개별 인디언들에게 대도시로 이주해 취업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개인이 
알아서 찾고 부족 전통과 보호구역 등 인디언 정체성을 탈각하라고 요구
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후 시기 뉴딜 자유주의 행정부는 일본계 
미국인과 인디언에게 그들의 고립된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다른 미국
인—백인 미국인—과 어울려 인종 소수자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
라고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이주할 곳과 정착할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뉴딜 자유주의가 추구한 소수자의 이동성은 백
인 중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일본계 
미국인의 탄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한 일본계 미국인은 앞서 언급한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처럼 
미국 대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요구했다. 뉴욕
으로 이주했던 니세이 유리 코치야마는 말콤 엑스의 유산을 이어 1960년
대 말부터 급진적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
용 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간 일본계 미국인들
은 무너진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재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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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권 은 혜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을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통제하던 미
국 정부의 오랜 관행의 일부로 보며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 정책을 수용했
던 다양한 방식을 분석한다.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정부 당국
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을 통해 소위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
다. 즉, 이들이 서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면서 인종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을 미국 전역에 고르게 분산시켜 미국사
회로의 동화를 자극하는 것이 재정착 정책의 목표였다. 재정착 정책을 고
안하고 집행한 기관은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국(War Relocation 
Authority)였다. 이 글은 또한 재정착 정책과 정부의 동화 논리에 맞선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을 다룬다. 정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에
는 에스닉 공동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수용소에서 벗
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
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의 재정착을 택했던 일본계 미국
인들 역시 집단으로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낯
선 곳에서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을 찾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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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mits of Conditional Mobility in the Japanese American 
Resettlement Policy during World War 2 

Kwon, Eun-Hye

This article views the wartime U. S. Government’s Japanese 
American Resettlement policy as part of the long tradition of its 
control over the mobility of minorities in the U. S. After removing 
Japanese Americans from the West Coast and locking them in 
internment camps, the U. S. Government conceived the forced 
dispersal of Japanese Americans across the nation. That way, they 
were deemed to feel the pressure to assimilate rather than to form 
their ethnic community. Some Japanese Americans chose to leave a 
camp and resettle in the Midwest or on the East Coast, a place 
where they had never lived. Still many others chose to stay in camps 
with their family members. Although they were advised not to pursue 
a group identity, Japanese American resettlers found themselves 
lonely and built  cultural and emotional networks among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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