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화제

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워프 스피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및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구체적 성과를 거두
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임상 시험을 마친 백신에
대한 사용승인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모더나(Moderna)의 mRNA-1273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AZD1222 등의 백신이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이하 EUA)을 받고 현재 생산 및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의 이면에는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큰 역할
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defense.gov/)

다. 하지만 대다수 의학 분야 전문가들은 코비드-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못
지않게 안정적인 백신의 공급과 대규모 접종 역시 매우

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백신이 개발, 제조, 분배될 수 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록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이하 HHS)와 여러 연방정부 산하기

워프 스피드
작전의 핵심, 미군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defense.gov/)

미군, 백신 수송에서 접종까지 책임진다!
워프 스피드 작전으로 재조명되는 미국의 군사력
현재 코비드-19(COVID-19)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2021년 1월 24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500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관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

가 담겼다고 한다.

데 세계 각국은 치료제 및 백신 개

이처럼 명칭에서조차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

발을 위한 노력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

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워프 스피드 작전에서 미

국 연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워프 스피드 작전은 가

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미군이

장 대규모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범정부

없었다면 워프 스피드 작전은 백신 개발은 물론 공급 및

차원의 방역사업이다. 여기서 워프 스피드라는 작전명

접종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을 것”이

은 미국의 유명한 TV 및 영화 스타트렉(Star Trek) 시

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워프 스피드 작전에서 미군은 백

리즈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나

신의 개발에서 안정적인 확보와 보관은 물론 백신의 운

게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스타트렉 시리즈의 열혈 마

반(수송), 백신 접종 대상자의 통제, 백신 접종 및 사후

니아로 알려진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

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혹

센터(CBER) 센터장의 제안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확보

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치

만 명 이상, 사망자는 41만7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전시 상태인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 역

안유지 활동이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봉쇄령

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워프 스피드 작전은 가장 대표적인 범정부 차원의 방역사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이 워
프 스피드 작전은 물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Lockdown)으로 고립된 시민에 대한 구호 활동 역시 미

계동혁 전사연구가

군의 몫이다. 필수 의약품과 의료용품이 부족한 상황에
서 국방부의 진두지휘 아래 필수 의료물품이 공군 수송
기로 신속하게 전달돼 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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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코

한 가운데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비드-19 백신 개발 기간을 18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

지난해 3월 27일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하는 워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 이하

경제 안보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OWS)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를 중심

Security Act, 이하 CARES Act)”을 통해 100억 달러(약

으로 주요 연방정부 기관과 다국적 제약회사 등이 참여

1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워프 스피드 작전에 참여하

담은 극히 부분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왜 미군인가?
워프 스피드 작전의 공식 로고. 작전은 미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주요 연방 정부 기관
및 제약회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처 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
www.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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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쟁한 연방정부 산하기관들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워프 스피드 작전
에서 미군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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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수해를 당한 뉴올리언스

델피아·워싱턴DC 등 6개 도시를 포함하는 64개 관할구

에서 구호 및 피해복구의 한 축을 담당했다.

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역
시 미군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자타공인 세계 최

미국의 군사력이 재조명되는 배경에는 최근 가시적 성

강이다. 국방예산 하나만 예로 들어

과를 거두고 있는 워프 스피드 작전이 있으며 많은 미국

도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예

인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

산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

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미군에

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처럼 천

대한 미국 시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단순히 최첨단 신무기의 개발 혹
은 도입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백신 개발 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해 시민을 보
호하는 미군이야말로 현실 세계의 슈퍼 영웅이기 때문
이다.

사진 필자제공

공 소식은 미 육군 전염병연구소(United States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이하 USAMRIID)와 엣지우드 생화학 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 등에서 백신 개
발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전폭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프 스피드 작전에서 미군은 백신 개발은 물론 백신의 운반(수송), 백신 접종 대상자의 통제,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defense.gov/)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의 FDA 승
인 이후 24시간 이내에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와 괌, 북 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수 있는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일
부 전문가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군의 체계적인 지휘조직과 다재다능

먼저 미국의 독특한 정치구조와 연방정부의 형태 때문

한 임무 수행 능력이다. 실제로 워프 스피드 작전 이전

이라는 것.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 미국은 북미대륙의 절

에도 미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방

반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하지만

역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여러 사례가 있다. 대표

미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50개의 크고 작

적으로 지난해 3월, 미 해군이 보유한 병원선 머시(The

은 주(State, 일부 주는 Commonwealth로 표기)가 연

Mercy)와 컴포트(The Comfort)가 각각 LA와 뉴욕으

합을 이루고 있는 연방제(federation, federal state) 국

로 출동해 일반 응급환자들을 치료했다. 이것은 LA와

가다.

뉴욕의 주요 민간병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선별

문제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국가라 할 수 있는 주 내에
서도 군(County)-시(City)-읍(Town 또는 Tow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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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시카고·휴스턴·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뉴욕시·필라

미군은 다종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
군의 저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
defense.gov/)

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응급환자들을 분산시
키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이었다.

리(Village)와 같은 하위 지방행정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참고로 유조선을 개조한 머시와 컴포트는 축구장 4개

법과 제도는 물론 생활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규모의 전장과 10층 높이 규모의 대형 병원선으로 각

것이다. 서로 다른 규정과 절차는 수많은 연방기관과의

각 15개의 병동과 80개의 중환자 병상, 12개의 수술실

협력은 물론 같은 주정부 산하기관들 간의 협력에도 제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컴포트의 경우 1991년 걸프전

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을 시작으로 2002년 이라크전 등 다양한 전쟁에 참전해

최고 사령관으로 통제권을 갖는 미군은 이러한 제약 없

부상병들을 치료한 것은 물론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워프 스피드 작전의 최고운영책임자는
미 육군 병참지휘부 사령관 출신의
구스타브 퍼나 미 육군 대장이다.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defen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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