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천 영화>
제 목 : 얼라이드/ 로버트 저메키스
장 르 : 서스펜스, 드라마/ 15세 관람가
청구번호 : B577
1942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영국의 정보국 장교 맥스 바탄(브래드 피트)과
프랑스 비밀요원 마리안 부세주르(마리옹 꼬띠아르)는 독일 대사를 암살해야 하
는 임무를 맡게 된다. 작전을 수행하던 맥스는 치명적인 매력의 마리안과 운명
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임무를 마친 두 사람은 런던으로 돌아와 결혼해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제 목 : 베를린 / 류승완
장 르 : 액션, 드라마/ 15세 관람가
청구번호 : B413
거대한 국제적 음모가 숨겨진 운명의 도시 베를린.그 곳에 상주하는 국정원 요
원 정진수는 불법무기거래장소를 감찰하던 중 국적불명, 지문마저 감지되지 않
는 일명 ‘고스트’ 비밀요원 표종성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뒤를 쫓던 정진수는 그 배후에 숨겨진 엄청난 국제적 음모를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진다. 한편 표종성을 제거하고 베를린을 장악하기 위
해 파견된 동명수는 그의 아내 연정희를 반역자로 몰아가며 이를 빌미로 숨통
을 조이고, 표종성의 모든 것에 위협을 가한다. 표종성은 동명수의 협박 속에서
연정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를 미행하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제 목 : 007 스카이폴/ 샘 멘데스
장 르 : 액션/ 15세관람가
청구번호 : B102 v.23
상관 M의 지시에 따라 현장 요원 이브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는
달리는 열차 위에서 적과 치열한 결투를 벌이다 M의 명령으로 이브가 쏜 총에
맞고 추락하여 실종된다. 이에 임무가 실패로 끝나자 전세계에서 테러단체에 잠
입해 임무를 수행 중이던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분실되고 MI6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다. 본드는 비밀스러운 여인 세버린을 통해 ‘실바’를 찾아간다. 그리
고 마침내 사상 최강의 적 ‘실바’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시작하게 된다.

제 목 :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 데이빗 핀처
장 르 : 스릴러, 드라마 / 청소년관람불가
청구번호 : B70
부패 재벌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소송에 시달리던 신념 강한 기자 ‘미카엘
(다니엘 크레이그)’. 곤경에 빠진 그에게 또다른 재벌 ‘헨리크’가 40년 전 사라
진 손녀 ‘하리에트’의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손길을 내민다. 거부할 수 없는 거
래에 응한 미카엘은 방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수를 요청하고, 용 문신을
한 범상치 않은 외모의 천재 해커 ‘리스베트(루니 마라)’를 만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