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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관

11월 추천DVD 01

더 컨덕터
De dirigent
드라마 장르
마리아 피터스 감독
139분
등록번호 : 5983

< DVD 소개 >
“뉴욕 필하모닉이 96년간 기다려온 최초의 마에스트라!”
1927년 뉴욕, 최고의 지휘자가 꿈인 ‘윌리 월터스’는 자신의

꿈을 폄하하고 만류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을 뒤로 한 채 음악학
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소문 끝에 피아노 수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입양아이며 본명이 ‘안토니아 브리코’라는 사
실을 알게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승에게
파문 당하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도 서관

11월 추천DVD 02

배심원들
Juror 8
드라마 장르
홍승완 감독
114분
등록번호 : 5991

< DVD 소개 >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모두에게 그날은 처음이었다!”
2008년, 첫 국민참여재판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

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
정된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 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
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

도 서관

11월 추천DVD 03

백두산
ASHFALL
액션/드라마 장르
이해준, 김병서 감독
128분
등록번호 : 5992

< DVD 소개 >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 발생!”
갑작스러운 재난에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남

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백두산 추가 폭발이 예측된다. 사상 초
유의 재난을 막기 위해 ‘전유경’은 백두산 폭발을 연구해 온 지
질학 교수 ‘강봉래’의 이론에 따른 작전을 계획하고, 전역을 앞
둔 특전사 EOD 대위 ‘조인창’이 남과 북의 운명이
걸린 비밀 작전에 투입되는데…

도 서관

11월 추천DVD 04

블랙머니
Black Money
범죄/드라마 장르
정지영 감독
113분
등록번호 : 5994

< DVD 소개 >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스캔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로 이름을 날리

는 ‘양민혁’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
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던 그는 피의자가 대한은행 헐값 매각사건
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도 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