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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잘못돼버렸을 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6인이 나섰다.

(When everything went wrong six men 

had the courage to do what was right)’

광고 문구가 밝히고 있듯이 마이클 베이가 감독한 ‘13시간

(13 Hours: The Secret Soldiers of Benghazi)’은 

6인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2년. 영화의 무대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

한 해로부터 정확하게 11년 후의 리비아 벵가지입니다. 그 

해는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다음 해이고, 벵가지는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출신 미국인이 만든 영화 한 편이 이슬람 무장단

체를 자극해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 영화엔 중요한 무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합

중국 외교공관인 영사관이고 또 하나는 CIA 비밀기지

(Covert CIA Base)입니다. 이 비밀기지의 임무는 반군 세

력들이 카다피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가 어떤 경로로 

국제 암시장에 들어가는지 추적해 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영화는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인 용병 6인을 소개

하면서 막을 엽니다. 그들의 임무는 CIA 비밀기지 경호입

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그들 6인은 왜 현역 군인이 아

니고 전부 용병인 걸까요. CIA 비밀기지의 존재가 대내외

적으로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주일 안에 서방 기관이나 미국 시설이 테러 단체에 의해 공

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9월 12일 낮, 미국 대

사 크리스 스티븐스가 임시로 묵고 있는 영사관이 뚫립니다. 

수십 명의 이슬람 무장 세력이 기습적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영사관에서 멀지 않은 CIA 비밀기지 소장이 다급하게 걸

려온 무전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 쪽이 수적 열세입니다. 즉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We are overrun. We need immediate assistance)” 

소장은 출동하길 원하는 용병들을 제지합니다. 여기서 의

문점 또 하나. 소장은 왜 막은 걸까요. 그의 육성을 들어봅

시다. “영사관은 CIA의 권한 밖이오. 우리 기지는 리비아

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소.” 비밀기지의 존재가 노출

될 경우 자기에게 처벌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용

병 대장 우즈가 대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그들을 도울 손은 우리가 유일해.

(We are the only help they have)” 

소장은 명령합니다, 나서지 말라고. 우즈는 거역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내용에 의하면 스티븐스 대사는 무장 세

력이 일으킨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아뿔싸, 구출 

작전이 앞당겨 전개됐더라면…. 놈들의 다음 표적은 분명 

CIA 비밀기지일 것으로 판단한 용병들은 전투태세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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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합니다. 그러자 사태 발생 직후 그토록 뜸 들였던 

소장이 이번엔 서둘러 독촉합니다. 

“명령이다, 철수하라.(I’m ordering the evacuation)” 

그러자 우즈가 그의 말을 자릅니다. 

“명령은 제가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제가 접수합니다.

(You’re taking orders. You are in my world now)” 

그의 결기 앞에서 소장은 꼼짝도 못합니다.

용병들의 정확한 예상대로 CIA 비밀기지가 대규모로 공격

당합니다. 야간의 암흑 속에서 처참한 전투가 벌어지고 미

국 측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국

방부는 왜 군사력 투입을 위한 결단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

는지 혹은 못했는지, 그 복잡한 정치적 속사정은 스포일러

여서 가려둡니다.  

  

“전사(戰士)의 사전(辭典)에 은퇴란 없다.

(Worriers aren’t trained to retire)” 

매번 그렇게 되뇌며 세계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느라 

셀 수 없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을 용병들. 그런 용사

들이건만 CIA 비밀기지 사수 임무를 완수한 뒤엔 영원히 

가족 품으로 돌아갑니다. 

CIA 비밀기지 소장은 공개적으로 훈장을 

받고 은퇴하는군요. 용병 대원들은 비공개 

수여식에서 훈장을 받고요. 영화는 아래 자

막을 클로즈업 해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바친 

CIA 직원들을 기리며

(In honor of the member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o gave their lives in the 

service of their country)!’

 3시간 동안 숨 막히게 펼쳐진 미국인 구출

작전과 CIA 비밀기지 사수 작전은 실화입니다. 

언론인 출신 미첼 조코프가 기록한 논픽션 

‘13시간의 벵가지(13 Hours in Benghazi)’가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