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추천 영화>
제 목 : 월플라워/ 스티븐 크보스키
장 르 : 드라마/ 15세 관람가
청구번호 : B473
말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찰리’는 고등학교 신
입생이 돼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방황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즐기는 ‘샘’과 ‘패트릭’ 남매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다. 멋진 음악과 친구들을 만나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법
을 배워가는 ‘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샘’을 사랑하게 된 그는 이제껏 경험
한적 없는 가슴 벅찬 나날을 보낸다.

제 목 : 보이후드/ 리처드 링클레이터
장 르 : 드라마/ 15세관람가
청구번호 : B356
여섯 살 메이슨 주니어와 그의 누나 사만다는 싱글맘인 올리비아와 텍사스에
살고 있다. 아빠인 메이슨 시니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메이슨’과 ‘사만다’
를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야구장에 데려 가며 친구처럼 놀아 주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게다가 엄마의 일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 계속해서 낯선 도시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메이슨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점차 성장해간다.

제 목 : 아트 오브 겟팅 바이/ 개빈 위센
장 르 : 드라마,멜로/ 15세관람가
청구번호 : 2643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운명론에 사로잡혀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고교졸업반
조지. 그에겐 가족도, 학교도, 숙제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방황하며 지
내던 어느 날, 조지는 예쁘고 똑똑한 동급생 샐리를 만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교장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화가 선배 더스틴과는 터놓고 지내는 사이
가 된다. 하지만 숙제를 여전히 거부하는 조지는 제적 위기에 몰린다. 설상가상
으로 감정 표현을 망설이다가 샐리를 더스틴에게 빼앗기고, 새아버지의 사업 실
패까지 겹친다. 출구가 없는 조지에게 교장선생님은 3주 안에 1년치 숙제를 전
부 제출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조지는 숙제에
전념하던 중 샐리의 연락을 받는다.

제 목 : 레이디 버드/ 그레타 거윅
장 르 : 코미디,드라마/ 15세관람가
청구번호 : B750
안녕 내 이름은 "레이디 버드"라고 해
다른 이름이 있지만, 내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지
모두가 나에게 잘 살아보라고 충고로 위장한 잔소리를 해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내 최고의 모습이라면?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