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VD로 보는 세계여행 뉴질랜드   Cinestar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19.3 006갸 

 

DVD로 보는 뉴질랜드여행 길라잡이!!! 

오늘날 뉴질랜드는 세계에서도 유수한 복지국가로 생활수준이 매우 높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태평양 

지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62년에 서사모아가 독립하기 전까지 통치하

였으며, 피지, 통가, 서사모아, 나우루, 쿡 제도와 함께 남태평양 포럼을 형성하고 있다. 마오리족 : 폴리네시아계의 해양종족

으로 유럽인의 내항전에는 20-50만으로 추정되었다. 인구가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 19세기 말에는 약 4만으로 격감하였으며, 

현재는 20만가지 회복되어 뉴질랜드의 총인구 중 7.5%를 자치하며,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에 속한다. 국립공원 : 남섬에는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인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서던 알프스 근처의 마운튼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과 웨스틀랜드 국립

공원, 뉴질랜드 최고봉인 쿡 산 주변의 마운트 쿡 국립공원, 남섬 북부의 파파로아 국립공원 등 다양한 국립공원들이 산재해 

있고 북섬에는 화산으로 유명한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있다. 

 

 

생존   MBC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3.7 013겨 v.1 ~ v.2 

 

생존, 지구의 눈물시리즈 완결편!! 

지구탄생 후... 그 구석구석 완벽하게 적응해온 생명체, 그건 바로 인류다. 감히 생존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인간은 살아간다. 인류는 지구상 어떤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보다도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때

로는 그 극한 환경과 맞서 싸우고, 때로는 조화롭게 순응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생존’ 방식은 그 어떤 생

명체보다 눈부시기도 하다. 문명이 파고들 수 없었던 극지와 오지. 그곳의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꽃피

우며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또한 그 삶에는 여전히 인류의 원초적인 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파파로티   윤종찬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윤종찬 파 013가 

 

성악천재 건달, 큰 형님보다 무서운 적수를 만나다!! 

한 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촌구석 예고의 음악 선생인 상진(한석규). 싸늘한 교육열, 까칠함만 

충만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미션이 떨어진다. 천부적 노래 실력을 지녔으나, 일찍이 주먹세계에 입문한 

건달 장호(이제훈)를 가르쳐 콩쿨에서 입상 하라는 것. 전학 첫날 검은 승용차에 어깨들까지 대동하고 나

타난 것도 모자라, 수업 중에도 ‘큰 형님’의 전화는 챙겨 받는 무늬만 학생인 장호가 못마땅한 상진. 장호의 노래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주먹과 노래 두 가지 재능을 타고났으나 막막한 가

정 환경으로 인해 주먹 세계에 뛰어든 장호. 비록 현실은 ‘파바로티’의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건달이지만 성악가가 되고

픈 꿈만은 잊은 적 없다. 이런 자신을 가르쳐 주긴커녕 툭하면 개나 소나 취미로 하는 게 클래식이냐며 사사건건 무시하는 

쌤 상진의 태도에 발끈하는 장호.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장호는 험난하고 까칠한 상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고령화가족   송해성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송해성 고 013가 

 

인/생/포/기/ 40세 ‘인모’ 

결/혼/환/승/전/문/ 35세 ‘미연’ 

총/체/적/난/국/ 44세 ‘한모’ 

개/념/상/실/ 15세 조카 ‘민경’ 

자/식/농/사/대/실/패/ 69세 ‘엄마’  

평화롭던 엄마 집에 나이 값 못하는 가족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다. 엄마 집에 빈대 붙어 사는 철없는 백수 첫째 ‘한모’, 흥

행참패 영화감독 둘째 ‘인모’, 결혼만 세 번째인 뻔뻔한 로맨티스트 셋째 ‘미연’. 서로가 껄끄럽기만 한 삼 남매와 미연을 쏙 

빼 닮아 되바라진 성격의 개념상실 여중생 ‘민경’까지, 모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들의 속사정이 공개된다! 

평균 연령 47세, 극단적 프로필, 나이 값 못하는 ‘고령화가족’이 온다! 

 

 

사랑은 타이핑 중!   Regis Roinsard / 로맨틱코미디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R741p 013가 

 

타이핑 챔피언을 향한 달콤하고 짜릿한 로맨스! 

동화같이 예쁜 로맨스와 사랑! 

시골에서 막 상경한 로즈가 잘하는 건 빠른 독수리 타법 타이핑! 로즈는 도시에 올라와 보험사 사장인 루

이의 비서가 되지만 엉망진창인 업무 실력을 선보이며 일주일 만에 짤릴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사장 루

이가 그녀를 채용한 건 바로 그녀의 독수리 타법에 반해서였던 것! 스포츠광인 루이는 그녀에게 타이핑 대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고, 이들은 타이핑 챔피언을 향한 달콤하면서도 불꽃 튀는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엄격한 훈련을 위해 루이의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나날이 빨라지는 로즈의 타이핑 속도만큼이나 그 둘은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튀어   임순례 / 코미디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임순례 남 013가 v.1 ~ v.2 

 

못마땅한 건 안 하고, 할 말은 하는 이 시대의 갑, 최해갑 가족이 온다!  

못마땅한 건 안하고, 할 말은 하며 살고 싶은 최해갑과 가족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남들과 달라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은 행복을 찾아 남쪽 섬으로 떠난다. 그러나 평화로운 생활도 잠시, 섬을 뒤흔드는 뜻

밖의 사건에 부딪히게 되는데... 

 

 

포 엘렌   김소영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김소영 포 013가 

 

"갑자기 제 앞에 딸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게도 아빠가 생기는 건가요?" 

성공을 열망하는 로커 조비 테일러(폴 다노)는 별거 중인 아내(마가리타 레비에바)와의 이혼 서류에 결국 

사인하기로 하는데, 그녀가 6살짜리 딸 엘렌의 양육권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가 딸의 인

생에 함께한 적은 없지만 조비는 자신이 아빠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비의 온순한 

변호사(존 헤저)가 그 결정을 번복할 만한 능력이 안 되자, 조비는 스스로 딸과의 만남을 이끌어내지만 이제 와서 가까워지

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Stanley Kubrick / SF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K95t 007가 v.1 ~ v.2 

 

SF 영화의 역사를 바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주선 디스커버리호는 인류에게 문명의 지혜를 가르쳐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목성을 향

해서 날아간다.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실내 장치와 새하얀 색깔의 구조물들, 보우만 선장과 승무원 풀은 편

안한 항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평온하던 디스커버리호에 갑자기 재난이 찾아온다. 바로 우주선의 조정을 맡은 인공지능 컴퓨

터 할 9000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할 9000은 풀을 우주선 밖으로 던져버리고 보우만을 우주선 밖으로 끌어내지만 그는 

필사의 노력으로 할을 제압한다. 보우만은 마침내 목성 궤도에서 문제의 검은 돌기둥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주의 급

류에 휘말리고 이때부터 신비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한다. 지구에 돌아온 보우만은 죽음을 맞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숨

을 거두는 보우만이 마지막으로 가르키는 곳에 검은 돌기둥이 보이고 이제 막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태아의 모습이 보인다. 

그 태아는 다름아닌 새로 태어나는 보우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곰이 되고 싶어요   Jannik Hastrup / 교육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H358e 004가 

 

위대한 사냥꾼의 아기가 태어나던 그날, 곰은 그렇게도 슬프게 울었다!  

온통 하얗고 거대한 빙하들이 위용을 자랑하는 북극 그린랜드 섬, 그 곳에 축복이 가득한 새 생명의 탄생

을 기다리는 엄마 곰이 있다. 그러나 늑대의 습격으로 새끼 곰은 따뜻한 햇볕 한 번 보지 못한 채 싸늘하

게 죽고 만다. 그때, 사랑스런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한 에스키모 부부는 곰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는다. 종일 먹지도 않고 물

속을 바라보며 죽은 새끼 곰을 그리워하는 엄마 곰. 아빠 곰은 에스키모 부부의 집에 숨어 들어가 갓 태어난 아기를 몰래 

데리고 온다. 행복한 미소와 따뜻한 가슴으로 마치 자신의 새끼인 것처럼 인간 아이를 품어보는 어미 곰. 아기는 엄마 곰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곰인 줄 알고 성장하는데. 넌, 마법에 걸린 곰이야! 한편, 아기를 빼앗긴 에스키모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곰의 뒤를 쫓고, 마침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곰의 은신처를 발견한다.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엄마 곰

은 있는 힘을 다해 대항하지만, 혈투 끝에 숨을 거두고야 만다. 다시 인간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는 이미 ‘곰’이 되어버려 인

간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엄마 곰만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직전 엄마 곰이 알려준 대로 ‘산의 정령’을 찾아 나

서는데… 

 

 

나의 아름다운 비밀   Jan Hrebejk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H873m 002가 

 

나의 아름다운 비밀… 

체코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조셉, 마리 부부. 그러나 조셉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다는 아쉬움만 빼면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비드라는 유태 청년이 부부의 빈방으로 숨어들면서 세 명의 웃지 못할 비밀

스런 동거가 시작되는데... 

 

 

 

 

 

 

 

 

 



노스텔지아   Andrei Tarkovsky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T187n 011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타오르는 두 개의 불꽃! 

18세기에 유학 온 러시아의 음악가 소스노프스키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러시아의 

작가 안드레이 고르차코프(Andrei Gortchakov: 올레그 얀코브스키 분). 그는 통역을 맡은 이탈리아 여인인 

유제니아(Eugenia: 도미지아나 지오다노 분)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여정을 되밟는다.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제니아는 그를 유혹하지만 안드레이 고르차코프에게 있어서 그녀의 존재는 고향에 대한 고통스런 향수

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던 중 안드레이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오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되어

야 하며, 동시에 두 곳에서 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도메니코(Domenico: 이어랜드 조셉슨 분)를 만나게 된다. 도메니코는 

안드레이에게 또 다른 하나의 불을 밝혀줄 것을 부탁하며 촛불을 건넨다. 혼동스러워진 안드레이는 이탈리아의 여행을 마치

고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때 유제니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안드레이는 도메니코가 로마의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로마의 광장으로 그를 찾아간 안드레이. 도메니코는 이 세상은 다시 구원되어져야 한다는 말

을 남긴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한다. 안드레이는 한쪽 모퉁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도메니코가 건

네주었던 그 촛불에 불을 밝히는데. 

 

 

누들   Ayelet Menahemi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M534n 008가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스튜어디스 미리.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그녀는 한 시간만 아이를 봐달라는 중국인 가정부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받

아들인다. 하지만 황급히 집을 나간 가정부는 돌아오지 않는다. 가정부는 연락두절,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가정부가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 미리는 그녀가 강제 출국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심난

해진다. 한편 눈망울만 굴리며 밤새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는 테이블에 놓인 누들을 후루룩후루룩 감쪽같이 해치워 ‘누들’이

란 애칭이 생기고, 프로급 젓가락질과 비밀암호 같은 말로 미리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 언어를 초월한 교감을 나누며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돼가는 미리와 누들. 마침내 미리는 가정부의 메시지를 추적하며 누들을 위해 놀라운 결심

을 하는데… 

 

 

도리안 그레이   Oliver Parker / 판타지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P242d 013가 

 

완벽한 아름다움... 영혼과 맞바꾼 초상화! 

그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아름다운 외모의 순수청년 도리안 그레이(벤 반스). 친구 바질이 선물한 아름다운 초상화 속 매혹적인 자

신의 모습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겠다는 위험한 맹세를 하게 된다. 그 후, 

불멸의 아름다움을 갖게 된 도리안 그레이에게 수많은 여성들은 매혹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던 도리안 

그레이에게 헨리 워튼 경(콜린 퍼스)은 그에게 환락과 타락의 길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리안 그레이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

록 그의 초상화에는 이상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라스트 스탠드   김지운 / 액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김지운 라 013가 

 

시속 450km, 남은 시간 45분! 

마약왕 vs 보안관, 생애 최악의 대결이 펼쳐진다! 헬기보다 빠른 튜닝 슈퍼카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향해 

질주하는 마약왕과 아무도 막지 못한 그를 막아내야 하는 작은 국경 마을 보안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애 

최악의 혈투! 하지만 대결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 

 

 

러스트 앤 본   Jacques Audiard / 로맨스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Au911r 013가 

 

이 사랑… 너라는 빛으로 물들다! 

늘 본능에 충실한 거친 삶을 살아온 삼류 복서 알리. 그는 5살 아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누나 집을 찾

게 되고 클럽 경호원 일도 시작하게 된다. 출근 첫 날, 알리는 싸움에 휘말린 범고래 조련사 스테파니를 

돕게 되고 당당하고 매력적인 그녀에게 끌려 연락처를 남긴다. 이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스테파니는 깊은 절망의 끝에

서 문득 알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런닝맨   조동오 / 액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조동오 런 013가 

 

한때 ‘도망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낮에는 카센터 직원으로 밤에는 콜 전문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종우(신하균).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쳐 얻은 17살의 아들 기혁(이민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35살의 철부지 아빠지

만, 아들과 단둘이 살 만한 집을 마련하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끌려 태운 손님이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친 종우는 다음 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지문과 CCTV로 인해 한 순간 목격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전락한다. 전국민이 주목하는 살인용의자가 된 종우

는 경찰과 정체 불명의 추적자들에게 쫓기면서 도주를 계속한다. 이에 아버지를 의심부터 하는 천재적인 두뇌의 아들 기혁, 

사건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열혈 기자 선영(조은지),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만 명예회복을 꿈꾸는 형사 반장 상기(김

상호)가 의기투합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데… 

 

 

로어   Cate Shortland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Sh559L 013가 

 

그녀의 슬픈 동화가 시작된다! 

1945년 봄 연합군의 폭격 후 독일의 저항은 붕괴된다. 나치였던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가 감옥에 간 

뒤 로어는 여동생 리즐, 쌍둥이 남동생 귄터와 위르겐 그리고 막내 페터와 함께 남겨진다. 그들은 살아남

기 위해 전쟁의 상흔으로 피폐해진 독일 땅을 가로질러 900km 떨어진 북부지역의 할머니 집으로 가야만 한다. 패배한 조국

의 혼돈을 목격하면서 로어는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젊은 유태인 난민 토마스를 만난다. 환영 받지 못한 채 토마스는 로어의 

가족을 따라가게 되고 로어는 혐오와 열망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유태인인 토마스에 대해 로어는 저항과 편치 

못할 친절함을 느끼지만 토마스의 도움을 받아가며 점차적으로 로어와 그녀의 동생들은 가까워진다. 하지만 로어가 토마스

를 믿어야 할까? 믿지 않는다면 그녀의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리벨리온   Mathieu Kassovitz / 액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K19r 013가 

 

1988년 프랑스 식민지 뉴 칼레도니아에서 프랑스 경찰들이 죽고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  

경찰특동대 대장이자 협상전문가인 필립은 사태 수습을 위해 부원들과 프랑스 본국에서 뉴 칼레도니아로 

파견된다. 현지에서 필립은 사건이 테러가 아닌 단순한 우발적 사고임을 알게 된다. 협상타결의 순간, 본

국 정부의 특명이 떨어지고, 상황은 반전을 맞는다. 대선을 앞둔 두 후보간의 정치세력 다툼이 멀리 떨어진 식민지, 뉴 칼레

도니아의 작은 소동을 테러리즘이 낳은 폭동으로 뒤바꾼다. 사태는 이제 시민을 상대하는 필립의 경찰부대의 손을 떠나 대

테러 진압을 위해 특수 훈련 받은 군대의 투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전쟁과 다름없는 군대의 폭력적 진압이 예고된

다. 1988년 5월 대선을 앞둔 프랑수아 미테랑과 자크 시락 두 후보의 대립으로 당시 뉴 칼레도니아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

으로 한 영화로, 정치라는 거대 권력의 다툼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마티유 카소비츠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낸다. 

 

 

매그놀리아   Paul Thomas Anderson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An548m 011가 v.1 ~ v.2 

 

1999 골든글로브상 시카고비평가상에 빛나는 톰 크루즈의 내면 연기...  

암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어린 자신에게 맡기고 젊은 여인과 결혼해 떠나버린 아버지 얼 파트리지에 대

한 증오심을 안고 살아가는 잭. 그는 성과 이름을 모두 외가쪽을 따서 프랭크 매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남자들에게 여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명강사가 되어 있다. 자신이 암과 투병하는 신세

가 된 얼은 과거를 후회하며 간호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한다. 간호인은 백방을 수소문한 끝에 그 아들이 

현재 프랭크 매키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에게 연락을 한다. 프랭크는 간호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이

성을 잃는다. 도대체 왜 이제와서 나를 찾는 것인가. 분노로 가득한 프랭크는 냉정히 외면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아버

지의 집 앞에 와있는데...모든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달을 즈음, 그들의 눈앞에 도저히 상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Walter Salles / 모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Sa168m 005가 v.1 ~ v.2 

 

세기의 우상 '체 게바라'의 위대한 여정, 세상을 바꾼 한 남자의 아주 특별한 여행. 

23살의 의대생 에르네스토 게바라(일명 푸세). 호기심 많고 열정이 넘치는 그는 엉뚱한 생화학도이자 마

음이 맞는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4개월간 전 남미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결심한다. 낡고 오래

된 '포데로사'라는 이름의 모터싸이클에 몸을 싣고, 안데스산맥을 가로질러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넌 

후, 아마존으로 뛰어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앓고 있는 푸세. 하지만 젊은 날 라틴아메리카 대

륙을 횡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드높다. 당찬 각오로 이들의 여행은 시작됐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하나밖에 없는 텐트가 태풍에 날아가고, 칠레에서는 정비사의 아내에게 추근댔다는 오해를 받아 쫓겨나기에 이른다. 설상가

상으로 유일한 이동 수단인 모터싸이클 마저 소떼와 부딪쳐 완전히 망가지면서 여행은 점점 고난 속으로 빠져든다. 푸세와 

알베르토는 이제 모터싸이클 대신 걸어서 여행을 계속한다. 점점 퇴색 되어가는 페루의 잉카유적을 거쳐 정치적 이념 때문

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몰리는 추끼까마따 광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현실과는 다른 세

상의 불합리함에 점차 분노하기 시작한다. 또한 의대생인 푸세는 여행 중 나병을 전공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라틴 아메리

카 최대의 나환자촌 산빠블로에 머무르게 된다. 나병은 피부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며,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들과 악수

하고 가깝게 어울리는 푸세. 이런 행동은 이 곳에서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감동시킨다. 그리고 푸세 자신 또한 점점 마음속에서 새롭게 타오르는 빛나는 의지와 희망을 느낀다. 이제 곧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 여행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푸세는 이 8개월



간의 여행을 거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남을 느낀다. 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의 목마름을 깨

닫게 되는 23살의 청년 푸세! 그가 바로, 훗날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로 추앙 받은 세기의 우상 '체 게바라'

다. 

 

 

비러브드   Christophe Honore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H774b 013가 

 

1960년대의 파리, 프라하, 1990년대의 런던, 2000년의 몬트리올 엄마와 딸 모녀의 사랑과 꿈. 

1960년대의 파리, 아르바이트로 몸을 팔던 마들렌은 잘생긴 체코 의사 자호밀과 구두를 인연으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된다. 자호밀을 따라 프라하로 갔지만 그곳의 지루한 생활과 자호밀의 외도로 

마들렌은 파리로 돌아오게 되고 딸을 키우며 살아 간다. 마들렌은 새로운 남편이 있음에도 파리로 한 번씩 오는 자호밀을 

만나 내연의 관계를 가진다. 세월이 지나 30년 후, 마들렌의 딸 베라는 애인처럼 지내온 친구 클레망과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우연히 밴드의 드러머 핸더슨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고 그를 쫓아 그의 집으로 가 그와 친구가 된 후 동침을 요구하지만 

그는 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비스트   Benh Zeitlin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Z48b 013가 

 

세계의 끝자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욕조(The BATHTUB)'섬. 

욕조섬은 남극의 빙하가 녹아 땅이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 쌓아놓은 제방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허쉬파피(쿠벤자네 왈리스)는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적인 삶을 추

구하며 살고 있다. 문명화된 삶을 거부한 채, 자연의 소중함과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강인함 같은 무형

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섬사람들에겐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존재한다. 우주의 균형이 깨어지면, 

선사시대 빙하기 단단한 얼음에 갇혀버린 ’오록스‘가 깨어난다는 것. 한편, 허쉬파피의 아버지 윈키(드와이트 헨리)는 희귀병

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 없이 홀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딸이 강인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매일 혹독한 교

육을 반복한다. 어느 날, 병을 숨기려는 아버지와 딸의 다툼으로 우주의 균형이 깨어지고 욕조섬은 쏟아지는 폭우로 침수될 

운명에 처하는데... 

 

 

비투스   Fredi M. Murer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M975v 008가 

 

모두가 꿈꾸는 특별한 아이!  

박쥐보다 예민한 청각과 내로라하는 명인들 못지않은 피아노 실력, 다섯 살에 불과한 소년임에도 온갖 난

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비투스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만 같다. 비투스의 부모는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천재소년 비투스가 좋아하는 것은 그의 괴짜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하늘을 날고 싶고, 평범한 어린 아이가 되고 싶은 비투스. 결국 극적인 반전을 통해 비투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사이더 하우스   Lasse Hallstrom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H193c 011가 

 

대공황기의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기차를 타고 가다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동네의 고아원을 방문하는 고아들의 의사 윌버 라치(마이클 케인 

분) 박사는 관리자이면서, 버려진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우며 헌신적으로 보호하는가 하면, 그러한 버려지

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필요한 여성들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한다. 고아 중 한 명 호머 웰스(토비 맥과이어 분)

는 라치 박사가 어릴 적부터 특별하게 정을 준 어린이로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고결한 청년으로 성장시킨다. 라치 박사의 

보호 아래 20년간을 동네 밖으로는 나가보지 못하고 생활해 온 호머는 환자로 찾아왔던 아름다운 켄디(샬리즈 데어론 분)와 

그녀의 애인 군인 왈리(폴 러드 분)를 따라 고아원을 떠난다. 호머를 내 보내는 라치 박사는 아들을 잃어 버리는 기분으로 

침체되지만 단호하게 결정한 호머를 붙잡을 수는 없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의 호머에게 외부의 모습은 모든 것이 진기

하게 보였고 행복을 주는 다른 조건으로 다가온다. 

 

 

슬립 타이트   Jaume Balaguero / 스릴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B171s 013가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 나를 기억해 줘요.” 

이해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고급 빌라에서 수위로 일하며 친절하고 누구에게

나 예의 바른 세자르는 병든 노모를 수발하며 사는 평범한 남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빌

라 주민들의 행복을 조금씩 파괴해가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빌라에 사는 클라라라는 여성

을 사랑하게 된 그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기 위해 그녀에게 불행을 선

물하기 시작하는데… 

 

 

신세계   박훈정 / 액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박훈정 신 013가 v.1 ~ v.2 

 

2013년 가장 강렬한 액션 느와르 세 남자의 동상이몽! 

경찰청 수사 기획과 강과장(최민식)은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골드문'이 기업형 조직으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신입경찰 이자성(이정재)에게 잠입 수사를 명한다. 그리고 8년, 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이자 그룹 

실세인 정청(황정민)의 오른팔이 되기에 이른다. 골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과장(최민식)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

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후계자 전쟁의 한 가운데, 정청(황정민)은 8년 전, 고향 여수에서 처음 만

나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온 자성(이정재)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낸다. 한편, 작전의 성공만 생각하는 

강과장(최민식)은 계속해서 자성(이정재)의 목을 조여만 간다. 시시각각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자성(이정재)은 언제 자

신을 배신할 지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로 대하는 정청(황정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아메리칸 퓨쳐   Simon Schama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73.93 009가 v.1 ~  v.4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다. 

American Plenty (방영제목 : 풍요의 땅에 닥친 위기) : 사이먼 샤머는 자신들의 땅과 자원의 무한한 풍요로

움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미국인들의 낙관주의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그 어느 지역에서 보다 기회와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서부지역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다. 1갤론에 4달러나 하는 기

름에 대한 걱정이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미래에 훨씬 더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물 

부족 현상이다. 벌써 서부지역에는 9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강을 처음 탐사했었던 존 웨슬리 파웰이 

살던 시대에도, 미국의 자연 자원에 대한낙관주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계속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적 독창성은 20세기 초창기부터 산업적 대규모의 농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로 오클라호마가 먼지 구덩이가 되

었다. 대규모 농장과 라스베가스와 같은 새로운 도시에 꼭 필요한 관개시설을 제공해주던 현대 미국의 기적인 후버 댐은 이

제 더 이상 농장과 도시 둘 모두를 위해 충분한 물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 1980년 대선에서는 미국의 풍요를 낙관하던 로날

드 레이건이 자제를 해야 한다는 지미 카터를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으나, 이번 2008년 선거에서는 미국의 자원적 한계를 인

정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음을 모든 후보가 인정하고 있다. American War (방영제목 : 전쟁과 평화) : 사

이먼 샤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전쟁에 대한 실제 미국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

상은 미국을 떠올릴 때 군사력을 숭배하는 총잡이 카우보이들이 설치는, 터프가이들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실제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미국 설립 선조들 중,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에 직업 군인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먼 샤머가 미국 최고 사관 학교인 웨

스트 포인트를 직접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러한 의견 불일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남북전쟁부터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

통령의 필리핀 제국 건설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미국적 전쟁은 심오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재향 군인들과 복역 군인들이 대부분이라 군사 도시라는 별명까지 붙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도시에서 보다 전쟁에 대해 완전히 둘로 나뉜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대단했던 전시 선거에도 흔히 그랬듯이, 

이번에도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깊이 파고들어 재발견하게 해주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American Fervour (방영제목 : 정

치와 종교) : 사이먼 샤머는 신앙이 미국 정치계에 어떻게 끼어들게 되었는지 탐구하였다. 그는 우선 다가오는 대선 유세에

서 벌어진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세대 최초로 신의 정당임을 주장한 것이 민주당원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언급한 것은 존 매케인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였다. 영국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종교를 상당히 보수적이라 생

각하였다. 그러나 사이먼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종교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보여

주고 있다. 신앙이 미국을 창조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1600년대 수천 명이 식민지로의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나온 것은 바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였다. 미국이 독립한 이후, 그러한 종교적 자유는 세계 최초로 이 나라 헌법에 명시되었다. 사이먼은 

또한 처음엔 1800년대 노예 해방 운동에 그리고 다음엔 60년대 시민 권리 찾기에서 흑인 교회의 놀라운 활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두 운동은 흑인 교회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교회가 자신의 정치적 뿌리

를 종교에 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있다. What is an American? (방영제목 : 미국 그리고 미국인) : 사이

먼 샤머는 미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민자에 대한 씁쓰레한 갈등을 살펴보았다.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인으로 살아갈 권리를 

누구에게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이 가장 골치를 앓는 논제 중 하나였고,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되

고 있다. 사이먼은 이러한 갈등의 뿌리가 미국 설립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초기 정착민들은 그 자신들이 이민자

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근본적으로 백인과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생각했다. 사이먼은 이러한 관점을 위태롭게 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100,000명의 유색인종을 미국 시민으로 만든 1848년 멕시코 지역의 합병과 19세기 후반 중국

인들의 이민과 그 후 이어진 중국인 강제 추방, 그리고 20세기 산업화 때 동유럽에서 몰려든 엄청난 이민과 그 후 이어진 

중국인 강제 추방, 그리고 20세기 산업화 때 동유럽에서 몰려든 엄청난 이민 등 사이먼은 이러한 관점을 위태롭게 했던 중

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로 설립되었으므로 백인들의 나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순전히 역사에 의해 그 의지를 꺾일 수 밖에 없었다. 1964년 존 F. 케네디는 미국을 이민자들의 나라로 

정의 내렸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은 곧 미국을 다민족 국가로 바라보는 관점의 최종 승리를 나타낸다

고 사이먼은 논평하였다. 

 

 



아이언맨3   Shane Black / SF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B627i 013가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할 최고의 히어로 아이언맨 그리고 그의 최첨단 무기들!! 

‘어벤져스’ 뉴욕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

니어). 그가 혼란을 겪는 사이 최악의 테러리스트 만다린(벤 킹슬리)을 내세운 익스트리미스 집단 AIM등장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AIM은 타겟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 정하고 스타크 저택에 공격을 퍼붓는다. 이 공격

으로 토니의 저택은 부서지고 그에게 남은 건 이제 망가진 수트 한 벌 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다시 테러의 위험으로

부터 세계와 사랑하는 여인(기네스 팰트로)를 지켜내야 하는 동시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한가지 물음의 해답도 찾아야만 

한다. 과연 그가 아이언맨인가? 수트가 아이언맨인가? 최첨단 수트와 최첨단 무기 그리고 최강의 적 모두를 DVD로 만난다! 

3년 만에 돌아온 ‘아이언맨3’는 ‘어벤져스’의 뉴욕사건과 연결되는 시점부터의 스토리를 다룬다. ‘어벤져스’에서 웜홀에 다녀

온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진 토니 스타크는 수트에 집착하며 수트 개발에만 몰두한다.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영화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토니 스타크의 수트 보관실(Hall of Armor)이다. Mark1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개발

된 수트들이 모두 전시된 이 방은 살짝 공개되는 장면만으로도 팬들의 감탄을 자아낼 것이다. 많은 수트가 등장하는 만큼 

‘아이언맨3’에서는 수트들의 면면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트 브레이커, 워머신, 패트리어트, 딥 스페이스 등 특별한 

목적에 맞게 특수 개발된 여러 수트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더욱 다양하고 스펙터클한 액션을 펼친다. 토니 스타크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혼연일체가 된 Mark42는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곳으로 날아오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수트들보다 훨씬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영화 후반 등장하는 이고르, 일명 헐크 버스터는 이름대로 ‘헐

크’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과 강력해진 파워로 짜릿한 액션쾌감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져있는 토니 

스타크의 곁을 지키는 오랜 연인 페퍼 포츠와 토니 스타크의 관계는 이번 시리즈에서 더욱 견고해져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한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인 페퍼 포츠를 완벽하

게 보호함으로써 한 여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유일한 슈퍼 히어로로서 로맨틱한 면모를 자랑, 여성 관

객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페퍼 포츠가 최초로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해 토니 스타크를 구하는 장면

도 등장할 예정이어서 관객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 무엇보다 강해진 것은 바로 최강의 악당들이 등

장한다는 것이다. 말리부에 위치한 스타크 맨션을 공격하며 실체를 드러내는 최악의 테러리스트 만다린 뿐만 아니라, 익스트

리미스를 개발하는 A.I.M(Advanced Idea Mechanics)의 수장 알드리치 킬리언과 그의 밑에서 일하는 과학자 마야 한센은 토

니 스타크와 페퍼 포츠의 관계를 위협하며 토니 스타크를 더욱 곤경에 몰아넣는데… 

 

 

안개 속의 풍경   Theo Angelopoulos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An584t 011가 

 

당신의 가을을 희망의 빛깔로 물들이는 영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불라와 알렉산더 남매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빠를 찾아 무작정 북쪽으로 가는 

기차에 승차한다. 기차에서 내려 정처 없이 걸어서 여행을 계속하다가 트럭을 얻어 타는 두 남매. 전날 밤 

레스토랑의 종업원에게 추근 거리 다가 무안을 당한 트럭 운전사에 의해 어린 소녀 불라는 트럭 안에서 강간을 당한다. 결

혼식 날 슬피 우는 신부와 거리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말, 공연장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유랑극단 등 슬프

고 우수에 찬 그리스의 현실들이 두 남매의 여정을 스쳐간다. 유랑극단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오레스테스를 향한 첫사랑의 

벅찬 감정을 경험한 어린 소녀 불라는 강간의 상처와 첫사랑의 애틋함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한다. 오레스테스가 동성연애자

임을 알게 된 불라는 절망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간다. 그들을 뒤쫓아 온 오레스테스의 가슴에 안겨 흐느껴 울면서 첫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불라와 알렉산더는 아빠를 찾기 위한 여행을 계속한다. 국경지대에 도착하여 여권이 없는 남매는 한밤

중에 몰래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한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향해 쏜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가 들린다. 어둠이 걷힌 

후, 마치 환상 같은 안개 자욱한 풍경 속에서 어린 남매는 언덕 위의 아름드리 나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어느 비행사에 대한 추억   시시도 쥰 /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육호순 토 013가 

 

12,000km 바다 건너,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된다! 

중앙해를 사이에 두고, 레밤 황국과 아마츠카미 국의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등 비행사 샤를르에게 

특급 명령이 떨어진다. 차기 황비인 파나 공주를 바다 건너 카를로 황태자가 있는 곳으로 무사히 모셔야 

하는 임무.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12,000km, 파나 공주와 단둘이 위험한 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극비사항이었던 이들의 

작전은 노출되고, 적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데… 

 

 

에덴의 선택   Megan Griffiths / 범죄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G855e 013가 

 

매춘조직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느 소녀의 실제 생존기! 

한국계 미국인인 ‘현재’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10대 소녀이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간 술집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꾀임에 빠져 납치를 당하게 된다. ‘현재’

는 전문적으로 소녀들을 납치하는 인신매매단에 의해 미국에서 유일하게 매춘이 합법화 되어 있는 네바다 주에 있는 한 매

춘굴로 끌려가게 된다. 에덴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지어진 그녀는 심엄한 감시 속에 매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들에게 

유린 당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몇 번의 탈출을 시도 하지만 실패하는 에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신과 같이 끌

려온 동료와 함께 이 생활에 적응을 해가기 시작한다. 인신매매단의 감시자들은 고분고분해진 에덴을 믿기 시작하고 그녀에

게 자신들의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 에덴을 일단 살기 위해 그들에게 협조 하면서 감시의 느슨함을 틈타 또 다시 탈출의 기

회를 노리게 되는데... 

 

 

엘비라 마디간   Bo Widerberg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W639m 004가 

 

시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서정적인 러브 스토리… 

덴마크의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는 엘비라는 스웨덴 순회 공연 도중 군인 장교인 식스틴을 만나 사랑에 빠

지게 된다. 식스틴은 이미 아내와 두 명의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엘비라는 그런 사회적 틀에 얽매이

지 않고 식스틴을 사랑한다. 그러던 어느날 식스틴이 시비 끝에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식스틴은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 엘비라와 함께 도망일 친다. 군대라는 조직과 전통적인 가족의 답답한 틀을 깨고 

사랑의 도피행을 택한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곧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에 직면하게 된

다. 먹을 것조차 떨어져 굶주리던 엘비라와 식스틴은 잔디밭에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는 아름다웠던 그들의 사랑을 끝

내려 한다… 

 

 

 

 

 

 

 

 

 

 

 



연애의 온도   노덕 / 로맨스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노덕 연 013가 v.1 ~ v.2 

 

“헤어져.”,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더 뜨거워졌다. 

직장동료 동희와 영은 3년차 비밀연애커플. 남들 눈을 피해 짜릿하게 사랑했지만 오늘, 헤어졌다. 다음날 

아침, 직장동료로 다시 만난 두 사람. 서로의 물건을 부숴 착불로 보내고, 커플 요금을 해지하기 전 인터

넷 쇼핑으로 요금 폭탄을 던지고. 심지어는 서로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말에 SNS 탐색부터 미행까

지! “헤어져.”, 라고 말한 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헤어지고 다시 시작된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사랑할 때보

다 더 뜨거워진 동희와 영, 연애가 원래 이런 건가요? 

 

 

외사경찰   호리키리조노 켄타로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굴절원 외 013가 

 

가장 위험한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영화로 탄생! 

일본 경시청 공안부외사과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우라늄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핵테러 위기를 막

기 위해 공안계의 ‘마물’이라 불렸던 악명 높은 ‘스미모토’가 복귀한다. 한국 국가정보원 NIS에서도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극비 수사를 위해 에이전트 ‘유대하’를 이중 첩자로 투입시킨다. 하나의 사건, 서

로 다른 목적!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상 최악의 한, 일 합동 작전이 시작된다. 

 

 

위대한 개츠비   Baz Luhrmann / 로맨스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L951g 013가 

 

전 세대를 감동시킨 위대한 고전! 

“오후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허망한 꿈만이 홀로 남아 싸우고 있었다.” 1922년 뉴욕 외곽에서 살고 

있는 닉은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있는 이웃 개츠비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는 개츠비는 어딘가 비밀이 가득한 의문에 사나이. 이 베일에 싸인 백만장

자는 토요일마다 떠들썩한 파티를 열어 많은 손님을 초대했다. 파티에 초대 받아 참석한 후 개츠비와 우정을 쌓게 된 닉은 

자신의 사촌 데이지와 개츠비가 옛 연인 사이였던 것을 알게 된다. 데이지는 가난한데다 전쟁터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개츠

비를 잊은 채 부유한 톰과 결혼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톰은 정비공의 아내와 은밀한 사이였고, 때마침 개츠비와 

재회하게 된 데이지는 잊혀졌던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는데… 

 

 

이별계약   오기환 / 로맨스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오기환 분 013가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 이별 후 그들의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고등학교 시절 리싱은 매일 차오차오의 도시락을 자신의 도시락과 몰래 바꾼다. 차오차오가 자신이 만든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리싱. 수줍은 고백, 두근두근 첫 키스, 첫 기념일... 모든 것을 

처음으로 함께 경험한 리싱과 차오차오 커플은 차오차오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5년간의 이별계약 기

간을 두고 헤어지게 된다. 5년 후에도 솔로라면 결혼을 하자는 마지막 약속. 그러나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리싱은 

차오차오에게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 리싱과의 만남만을 준비해온 차오차오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월, 첫사랑에게 이별을 선물합니다! 

 



이키루   구로자와 아키라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흑택명 생 004가 

 

주인공은 어떤 도시의 시청에서 근무하는 노년의 남자.  

시민 과장이란 직위는 있지만 매일 출근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기계다. 말수도 적고 인간관계도 서투른 그

는 부인을 잃은 후 외아들에게만 희망을 걸고 독신생활을 해왔다. 약간의 저축도 하면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앞으로 3개월뿐이라는 위암선고를 받는 게 사건의 발단이 된다. 핏줄에게서 위안을 받으려 하지만, 

부인과 함께 따로 살림을 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아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술과 도박장 등 

쾌락에 의존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옛날 여직원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고, 지금은 인형 

제조공장에서 여직공 일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서 건강함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를 창조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던 서류더미 속에서 일거리를 찾아낸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였는데 계속 무시되고 있었던 터이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에게 고개를 숙여 마침내 놀이터를 건립하지만, 준공식 후 주인공은 눈을 맞으며 죽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리들에

게 공로가 돌아간다는 허무주의로 끝을 맺는다. 결국 <살다>(1952년)는 암으로 죽어가는 하급공무원이 빈민지역에 공원을 

세움으로써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의 스타일은 <라쇼몽>을 비롯한 시대극과는 시대극과는 달리 

느리고, 조용하다. 그러나 칸지의 짧은 삶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힘을 느끼게 한다. 영화적 요소를 조합하는 아키라의 연

출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전국   금침 / 전쟁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금침 전 013가 

 

역사를 놀라게 한 비밀의 책략이 공개된다! 

혼란의 전국시대, 최고의 전술가 귀곡선생이 쓴 신비의 병서가 제자 손빈에게 전해졌다는 소문이 돌자 위

나라와 제나라는 전쟁을 제패하기 위해 은거 중인 손빈을 회유하려 한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의 손빈

은 제나라가 제안하는 최고의 대우에도 정치가가 되길 거절하고, 귀곡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한 벗이자 위

나라의 장수 방연은 손빈을 다시 위나라로 데려와 숨겨진 병법을 알아내려 한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손빈이 내놓는 병법들

은 별 다를 것이 없고 끝내 반역자로 몰린 손빈은 무릎이 잘리는 형벌에 처해진다. 방연의 배신과 계속되는 고문에 실성을 

하고 만 손빈. 방연의 누이이자 위나라의 황후 완은 제나라의 여장수 전석에게 손빈을 구할 도움을 청하는데… 

 

 

전국노래자랑   이종필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이종필 전 013가 

 

일생에 단 한번,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생활력 강한 아내 '미애'의 미용실 셔터맨 '봉남'은 '노래는 Feel'이라는 신조를 갖고 사는 김해시의 가수 

꿈나무. 대한민국 톱가수들의 등용문인 [전국노래자랑]이 김해시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푼 가슴

을 안고 아내 몰래 예선 무대에 출전해 단번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인기스타로 등극한다. 한편, 자신감만큼은 최우수상감인 

음치 시장 '주하나', 일과 사랑을 한꺼번에 쟁취하려는(?) 산딸기 엑기스 '여심' 직원 ‘동수'와 ‘현자’, 손녀 '보리'와 마지막 추

억을 남기려는 모태 엇박자 '오영감'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꿈의 무대에 선 주인공들의 가슴 벅찬 도전이 시작되는

데... 

 

 

 

 



정복자 펠레   Bille August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Au923p 002가 

 

덴마크로 일자리를 찾아온 스웨덴 노동자 라세와 그의 아들 펠레.  

열심히 일해 돈도 벌고 재혼도 하여 일요일이면 침대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상한 아버지(Lassefar : 막스 본 시도우 분), 하루 종일 노는 것이 꿈인 영리한 아들, 펠레. 두 부

자가 일하는 스톤 농장에는 많은 스웨덴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비참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감히 불평조

차 못하고 군소리 없이 일하고 있지만 불의를 못 참는 에릭(Farmhand Erik : Bjorn Granath 분)만이 번

번이 농장 감독 해리(Henrik Bodker : Benjamin Holck Henriksen 분)와 충돌한다. 펠레에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에릭. 눈 녹고 봄이 오면 함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자고 약속하는데 그만 해리에게 맞서다가 오히려 머리를 다쳐 바보가 

되고 만다. 재혼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던 아버지는 선원인 남편이 바다로 나간 후 소식이 없는 올슨 부인(Mrs. 

Olsen : Karen Wegener 분)과 재혼하기로 하고 펠레는 특유의 호기심으로 스톤 농장의 다양한 갖가지 인생군상들을 관찰하

며 언젠가는 농장에서 도망쳐 바다 건너 세상을 정복하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올슨 부인의 남편인 선원이 돌아오

는 바람에 단란한 가정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가고, 바보가 된 에릭을 해리가 어디론지 끌고 가던 어느 날 밤, 

펠레는 농장에서 도망칠 결심을 굳히지만 안정된 생활을 바라던 아버지는 끝내 주저앉고 만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이해하

는 펠레, 훗날 펠레가 돌아올 어엿한 집을 장만해 놓겠다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넓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존 말코비치 되기   Spike Jonze / 코미디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J81b 003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의 욕망을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코미디!! 

크레이그는 거리에서 인형을 다루는 ‘퍼펫티어’로서 재능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내 라티는 일에만 파묻혀 사는 애완가게 점원이다. 그의 인생에 별다른 전망이 없

자, 그는 주특기인 손놀림으로 맨하탄에 위치한 별난 건물인 7과 2/1층의 레스터 회사에 서류 정리 사원

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그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여직원인 맥신에게 정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오히려 그녀는 냉담하

다. 낙심한 그는 서류 정리 중, 캐비닛 뒤의 작은 문을 발견하게 된다. 

 

 

중앙역   Walter Salles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Sa168c 001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앙역엔 온갖 인간군상들이 운집해 있다.  

그러한 복잡한 삶의 여정이 짙게 스며 있는 역에서 글 모르는 사람들 대신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도라라는 한 여인이 있다. 도라는 종종 대필해주었던 편지들을 부치지 않고 버리기가 일쑤고, 

무성의하게 편지를 대필해 줄 뿐이다. 전직 여교사인 도라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대신 전해 주는 것으

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명분 없이 그저 생계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할 뿐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찾아와 소

식이 끊긴 아이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부탁한다. 잠시 뒤 그 여인은 역을 나서자마자 그만 차에 치여 사망하고, 이튿날부

터 엄마 잃은 아홉 살 꼬마 조슈아는 도라 주위를 맴돈다. 죠슈아를 내버려두기 불편한 마음에 도라는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만, 이내 입양기관에 넘기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TV를 산다. 하지만 밀려드는 죄책감으로 다시 도라는 인신매매 소굴에서 

필사적으로 조슈아를 빼내 무작정 리우데자네이루를 탈출한다. 그로부터 한 꼬마와 중년의 여성은 브라질 북동부의 무풍지

대를 가로질러 아버지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고, 갈등하던 도라와 조슈아는 점차 서로를 보살피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늘 함께 하는 브라질의 현실은 그들 삶의 곳곳에 새로운 각인처럼 와 닿는다. 주름이 깊게 팬 표정 없는 원

주민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토속적 향기가 짙게 가미된 에반젤리스타교인의 순례와 축제, 그리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마른 땅

과 한없이 뻗은 신작로. 모두가 죠슈아와 도라의 여행길에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발자취였고, 그들이 함께 공유할 수 밖에 없



는 하층민적 삶의 살아있는 보고이기도 하다. 둘의 여행 끝에서 소년은 가족을 찾아 웃음을 되찾고, 도라는 자신에게도 감정

이 남아 있음을 느끼면서 결코 부치지 않았던 남의 편지들을 소중히 거두게 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Laurence Connor / 뮤지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792.642 J58 013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죠? 뭘 희생하셨나요? 

전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시위가 계속된다. 힘든 경제상황으로 사람들은 궁

지에 몰리고 그럴수록 절대자를 갈망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신께 전달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사람들 사

이에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계속되지만 예수 추종자들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고, 대답

을 얻으려고 한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에게 평온한 시간을 주려 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예수에 관한 인기가 

뜨겁자 제사장들은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배신한 유다에게 정보를 구하는데…. 

 

 

천국의 미소   Majid Majidi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M233c 010가 

 

맹인 소년과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 이 불완전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특히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우며, 전체적으로 대단히 인상적인 비주얼을 보여준

다. 하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이러한 비주얼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서있으며, 아버지와 장님인 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은 무척이나 암울하다. 초반에는 맹인 아들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버지를 통해 영

화는 등장인물들의 힘들고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너무나 아름다운 화면과 암울함의 극치를 달리는, 형식과 내용의 기이

한 대조는 등장인물들이 가진 아픔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은 이 암울함의 끝에 한 가닥 희망을 

남겨 놓으며,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한다.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이전 작품인 <천국의 아이들>이 국내 개봉되어 관객

과 평단의 호응을 얻었다. 

 

 

천국의 아이들   Majid Majidi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M233c 007가 

 

천국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Heaven. 

테헤란 남쪽의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알리.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가 금방 수선한 여동생 자

라의 구두를 잃어버린다. 하나뿐인 여동생의 한 켤레 구두가 없어지자 알리는 달래지만 집엔 신발을 살 

돈이 없다. 결국 알리의 운동화를 같이 신게 된 남매는 오전반인 자라가 수업이 끝나자 마자 달려오면 알

리는 그 운동화를 신고 전력 질주한다. 어느 날 알리는 지각을 하고 교장 선생님께 찍힌다.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둘러대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교장선생님의 진노를 사 퇴학위기까지 맞게 된다. 그러던 중 자신의 구두를 신은 아이를 목격한 자라는 

그의 뒤를 밟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포기한다. 며칠 후, 알리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의 3등

상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천상의 소녀   Siddiq Barmak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B258o 006가 

 

탈레반 정권 붕괴 후 만들어진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영화! 

부시 대통령도 극찬한 아프가니스탄 영화! 

아들이 되어야 했던 소녀 “이제 넌 남자란다.”,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는 할머니, 어머니와 가난

하게 살고 있는 열두 살 소녀가 있다.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죽었다. 어머니는 병원의 조수로 

일하며 남은 가족인 할머니와 소녀를 부양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탈레반 정권이 소녀의 어머니가 일하던 병원을 

폐쇄시키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가족인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의 탈레반 정권.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된 마을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여인들의 시위가 매일 이어진다. 생계의 위협에 직면

하게 된 소녀의 가족. 할머니는 군인의 눈을 피해 소녀를 남장시키자고 제안하는데… 무지개를 지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남자가 되어야 하는 소녀. 겁에 질린 소녀를 달래며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살았단다. 그 애는 일을 해서 여동생들을 부양해야 했지. 일하기가 싫었던 그 아이는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무지개 아래로 걸어간다면 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했지. 천사는 하느님이 비를 내리고 난 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지개라고 했단다. 남자가 거길 걸어가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가 되는 거야.” 할머니

가 정성스레 땋아준 머리카락은 잘려나가고 소녀는 잘린 머리를 고이 화분에 심는다. 조심스레 물을 주면 머리카락이 자라

나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소녀는 이제 소년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아

이는 여자다!” 남자 차림으로 식료 잡화상에서 일하게 된 소녀.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소년들이 군대 훈련을 위해 학교로 소

집되고, 남장을 하고 있던 소녀 역시 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쁘장한 외모의 소녀는 동료 소년들에게 여자로 의심 받는

다. 그 때 소녀를 좋아하는 소년 에스판디가 외친다. “그 앤 남자야! 그 애 이름은 오사마야!” 그러나 결국 교관은 오사마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아이는 여자다!” 이 말 한마디에 소녀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빠져드는데... 

 

 

초한지   루 추안 / 액션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육천 왕 013가 

 

천하를 탐낸 세 남자가 있었다! 

항우와 유방, 그리고 한신… 세계의 운명을 건 영웅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진나라에 대항하는 의군을 이끌

고 있던 패왕 항우(다니엘 우)와 용의 아들로 불리며 큰 그릇을 자랑하던 유방(류예),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부하 한신(장첸). 세 남자는 의기투합하여 백성들에게 패악을 부리던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나 유방은 

화려한 진시황의 왕궁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몰랐던 탐욕에 물든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웠던 세 남자는, 이제 천하를 갖

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전세계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코마   Mikael Salomon / 스릴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5 C728 013가 

 

모든 연구에는 실험 대상이 있다! 

수잔(로렌 앰브로스)은 메모리얼 병원 인턴인 의대생이다. 이 병원은 돌아가신 수잔의 할아버지가 설립한 

병원이기도 하다. 어느 날 수잔은 이 병원에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수술 중 코마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코마 환자들은 베일에 가려진 제퍼슨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혼자서 조사를 시작하지만 인턴

이라 병원 기록에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녀는 동료 간호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얻는다. 다음 날 간호사는 도둑 누명을 

쓰고 해고되고, 수잔의 룸메이트이자 병원 직원인 젠 또한 그녀에게 자료를 가져다 준 후 해고된다. 수상한 자가 그녀의 뒤

를 쫓고, 퇴학 위기에까지 처한 수잔은 닥터 스타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제퍼슨 병원의 방문 허가를 받고 투어중이던 

수잔은 경로를 이탈해 병원이 환자들에게 행한 끔찍한 일들을 본다. 증거를 확보해 스타크에게 연락하지만 스타크는 교통사



고를 당한다. 한편 그녀를 돕던 외과 레지던트장 마크는 정신과 과장인 린드퀴스트와 사귀고 있었지만 그녀가 병원의 코마 

환자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헤어진다. 수잔과 마크는 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제퍼슨 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

았다는 것. 코마에 빠진 환자들이 모두 8번 수술방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킬링 링컨   Adrian Moat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M687k 013가 

 

링컨 암살사건의 재구성한 팩츄얼 드라마 

1865년 3월 4일 워싱턴, 링컨 대통령(빌리 캠벨)이 국회의사당에서 재선 취임 연설을 하는 동안, 동쪽 계

단에 있던 인기 배우이자 남부 연합의 열성분자 존 윌크스 부스(제시 존슨)는 대통령을 인질로 삼아 남부

군 포로들과 교환할 생각을 하지만 실패에 그친다. 1865년 4월 11일, 링컨 대통령은 로버트 E. 리 남부군 사령관의 항복 직

후 남부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 발표와 흑인 참정권을 설파하는 연설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뿐만 아니라 남부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려는 폭군이라고 생각한 부스는 공모자들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 부통령과 국무장관

을 암살하기로 계획한다. 1865년 4월 14일, 부스는 포드 극장에서 연극 ‘우리 미국인 사촌’을 관람할 링컨 대통령의 암살을 

실행하기로 한다. 연극의 3막이 시작되는 오후 10시 15분, 부스는 링컨 대통령 몰래 뒤로 다가가 권총 한 발을 발사한 뒤 

도주하는데… 

 

 

테이크 쉘터   Jeff Nichols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N616t 013가 

 

악몽인가 현실인가, 폭풍에 맞서는 한 남자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커티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된 

악몽은 평온했던 그의 일상을 뒤흔든다.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는 악몽은 현실 깊숙이 침투해 커티스를 괴

롭히고, 그의 이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사만다와 동료들은 그를 외면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커티스는 폭풍으로부

터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뒷마당에 방공호를 짓기 시작하는데…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J.J. Abrams / TV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5 P467 013가 v.2-1 ~ v.2-6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주고받는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테러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

들어 내는데, 그 시스템에 일반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인들의 범죄를 막기 역부족

이고 테러가 아닌 일반 범죄들은 무시되고 폐기된다. 기계의 개발자는 앞으로 자신과 함께할 파트너를 찾게 된다. 이제 전직 

CIA 요원 리스와 함께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메일과 휴대전화가 도청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기계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감시를 통해 범죄를 막고자 하는 시스템 개발자와 이를 실행에 옮길 전직 CIA 요원의 

액션 스릴러! 

 

 

 

 

 

 



 

퍼펙트 베이비   EBS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612.63 013가 v.1 ~ v.5 

 

세상에 태어나기 전 자궁 속 태아의 놀라운 비밀을 시작으로  

평생의 삶을 끌고 가는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는 아이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알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정신은 마치 

과학자와 같고, 부모의 기분을 파악하는 재주는 심리학자 못지않으며 태어난 지 3년 만에 문법을 깨우치는 것을 보면 언어

학자에 견줄 만하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변해갈까?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가는 아이.' 부모의 이런 소망은 점점 어려운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아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에서 찾아보고, 자궁 속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후성유전학의 발견을 토대로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 내적 동기 형성의 뿌리를 증명해낸다. 이로써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훌륭한 지침

서를 제공한다. 

 

 

프레셔스   Lee Daniels / 드라마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D186p 013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이 세상의 모든 소중한 소녀들을 위한 영화 <프레셔스>!! 

교실에서 하루 종일 단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는 소녀,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쓸모 없는 것이란 욕을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소녀, 프레셔스.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 아프게 하루 하루를 죽은 듯 

살아왔던 프레셔스는 대안학교에서 레인 선생님을 만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

중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을 발견한다. 

 

 

하얀전쟁   정지영 / 전쟁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 정지영 하 004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병사가 겪는 후유증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베트남전의 현대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안정효의 소설이 원작. 월남전 소설을 연재하며 살아가는 한기주는 어느 날 베트남전 

전우였던 변진수로부터 전화를 받고 참혹했던 월남전 상황을 떠올린다.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전우들은 하나 둘 씩 죽어

가고 결국 살아 남은 건 7명뿐. 바로 그때 함께 살아남은 변진수가 10년 만에 나타나 한기주를 전쟁의 악몽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던 변진수는 한기주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변진수의 고통을 동감한 한기주는 총을 

겨누게 되는데... 

 

 

 

 

 

 

 

 

 

 



 

그 외 

동북공정의 실체를 말한다   정민식, 김정우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595 010가 v.3-1 

10월 유신은 5.16의 완성이었다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겨 

1500년만의 재회, 71년 무령왕릉 발굴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025 무녕왕 010가 

5.16 쿠테타 3일, 윤보선과 장면의 선택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교 v.1  ~ v.2 

69년 KAL기 납치사건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7.12 010가 

70년 대권경선돌풍,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 010갸 

8대 총선과 진산 파동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4.951 010가 

GNP 1000달러를 위한 선택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구 

KCIA의 부장들   장기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가 v.1 ~ v.2 

검은 돈을 찾아라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2.4951 010가 

고려호에서 애틀랜틱배런호까지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8.476238 010가 

광주대단지, 과연 신도시 프로젝트였나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고 

교실 속의 이데올로기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79.156 010가 

국산자동차의 기적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8.476292 010가 

글로벌 디밍   Duncan Copp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3.73874 005가 

꺼지지 않는 악몽, 71년 대연각화재사건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3.37 010가 

꿈을 캐러 간 그들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5.2510943 010가 

농업을 포기하라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8.18 010가 

뇌의 전쟁   Dick Taylor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612.82 007가 

다시 찾은 아리랑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61092 김산 010가 v.1 ~ v.2 

대한민국에 대동맥을 흐르게 하라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625.7 010가 

모래펄에 일군 철강신화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8.47672 003가 v.1 ~ v.2 

미래의 자연   Joanne Stevens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3.954 006가 v.1 ~ v.3 

박정희는 왜 베트남을 선택했나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거 

백지가 되고만 백지계획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11.551 010가 v.1 ~ v.2 

베트남전으로 본 해외파병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55.032 010가 

북으로 간 사람들   장기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0.951 010갸 v.1 ~ v.3  

북한을 이겨라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6.3340951 010가 

비사,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8.951 010가 

사채를 동결하라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0.95177 010가 

상영금지! 스크린에 비친 60년-70년대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91.430951 003가 

석유위기를 탈출하라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33.7 010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 010가 

세상을 구하는 다섯 가지 방법   Anna Abbott, Cecilia Hue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3.73874 007갸 

시대의 문학   장기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811.09 010가 ~ 갸 

아시아, 디자인을 입다   권기섭, 나현태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45.095 006가 v.1 ~ v.5 

어둠에 노래를 빼앗기다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82.42163 010가 

이념을 가로지르는 문학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811.37 조정래 태Y 010가 

이스라엘의 탄생   BBC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6.9405 008가 

이슬람의 투쟁   BBC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297 006가 



인간본능   Natasha Bondy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155.7 002가 v.1 ~ v.4 

인종차별   Paul Tickell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05.8 007가 v.1 ~ v.3 

잘 살아보세, 박정희와 새마을운동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1.6 010가 

저항과 전환   김지현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811.1 김지하 Y 010가 

제1공화국과 정치주먹들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3 010가 

조영남과 금기의 70년대   김형률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7 010갸 

지구, 행성의 힘   Paul Olding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550 008가 v.1 ~ v.5 

지구온난화 여행   Jonathan Renouf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63.73874 006가 

창칼 파동과 중학평준화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70.951 010가 

청계천을 덮어라   박희상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711.4 010가 

테러의 역사   John Thynne, Patricia de Mesquita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03.625 009가 v.1 ~ v.4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0.951 010가 

피해보상인가, 독립축하인가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327.51053 010가 

한국의 대통령   장기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092 010가 v.1 ~ v.4 

호킹 패러독스   William Hicklin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530.092 H392 005가 

황토밭의 대역사, 강남개발   최진수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951.7 010거 

휴먼 호빗 미스터리   Jackie Higgins /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실(2층), 청구기호 : DVD 569.9 005가 

 

출처 : YES24, 네이버, 교보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