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
▶
▶
▶

추천DVD

맨 오브 히스 워드 / NVM5571
벤딩 디 아크 / NVM5526
삼생삼세 십리도화 / NVM5530
체스플레이어 / NVM5560

도 서관

3월 추천DVD 01
맨 오브 히스 워드
A Man Of His Word
다큐멘터리 장르
빔 밴더스 감독
피란치스코 교황 출연
96분
등록번호 : 5571

< DVD 소개 >
이 영화는 바티칸과의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다
큐멘터리의 중심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과 메시지로, 죽음과
사회의 정의, 이민, 환경, 부와 불평등, 물질주의, 가족의 역할에
대한 전세계적인 화두에 대한 그의 대답과 개혁을 위한 현재의 그
의 노력을 담고 있다.

도 서관

3월 추천DVD 02

벤딩 디 아크

BENDING THE ARC
다큐멘터리 장르
키프 데이비슨, 페드로 코스

감독

폴 파머, 오필리아 달 출연
101분

등록번호 : 5526
< DVD 소개 >
"강렬한 내러티브를 중심축으로 하는 따스하게 밝고 빛나는 작품.
눈부시게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Hollywood Reporter), "'
도덕적 세계의 궤적은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말이 제시하는 가
능성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영감을 주는 작품
"(Variety) 등의 찬사를 받은 영화다. 내용은 신념을 향해 고군분
투 했던 세 청년의 모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보여준다.

도 서관

3월 추천DVD 03
삼생삼세 십리도화
Trip to Spain
로맨스, 드라마 장르
지오 샤오딩 감독
유역비, 양양 출연
109분
등록번호 : 5530

< DVD 소개 >
청구 여제 백천은 동해 왕자 탄생연에 참석하게 되고, 사별한 아
내 소소를 잊지 못한 야화 태자와 그의 아들 아리를 만난다.
야화와 아리가 청구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함께 살자고 한다.
백천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야화의 전처 소
소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데…

도 서관

3월 추천DVD 04
체스 플레이어
EL JUGADOR DE AJEDREZ
드라마 장르
루이스 올리베로스 감독
마르크 클로테트 출연
102분
등록번호 : 5560

< DVD 소개 >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천재'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체
스 플레이어 '디에고'는 어느 날 스파이 누명을 쓴 채 프랑스를 점
령한 독일군들에게 붙잡힌다. 하루하루 다양한 죄목으로 죽어나
가는 이들을 보며 감옥 속에서 점차 생의 의지조차 꺾여가던 '디에
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독일군 '메이어' 대령이 나타나고,
'체스 플레이어'라는 '디에고'의 직업에 흥미를 느낀
그는 '디에고'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도 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