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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ck between two men with their own private battle, a young psychologist must play a series of dangerous
games to save her sister from a deadly cancer.
Black Heart begins with the talented journalist Selin being killed when she discovers a disc containing evidence exposing the dirty
business of her boss, the head of a media empire. Her death is made to look like suicide but Selin’s last message to her brother Emre,
a famous surgeon, reveals the truth. He swears to avenge his sister’s death - the hunter shall become the hunted.
When a beautiful psychologist arrives at Emre’s hospital with her sick younger sister, he agrees to save the girl in exchange for a favour.
The psychologist is to work as a personal therapist in the home of Selim’s evil boss. By winning the family’s trust she will be the key to
disclosing their secrets and provide Emre with evidence to bring his sister’s killer to justice.
But her beauty and presence spellbind both men, triggering a fresh rivalry between them. When the love triangle she finds herself in
threatens to interfere with her plan, Ece must play a series of dangerous games - to save herself, to find true love, and to save her
cancer-stricken little sister.

BLACK HEART (13회 x 45분)

능력 있는 기자 셀린은 언론계 거물인 상사의 어두운 비밀이 담긴 드라이브를 발견하자 살해 당한다. 그녀의 죽음은
자살인 것처럼 보이지만 셀린이 남동생 엠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로 인해 사실이 드러난다. 유명한 의사인 엠레
는 셀린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한다. 4년 뒤 아름다운 심리상담사가 아픈 여동생을 데리고 엠레의 병
원에 오자, 그는 여동생을 치료해주는 대가로 셀린의 사악한 상사의 집에서 개인 심리상담사로 일해 달라고 부탁한
다. 가족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심리상담사는 셀린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고, 엠레에게 셀린의 살인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줄 것이다. 하지만 심리상담사의 아름다운 미모가 남자들을 점점 매혹시키고, 남자들 사
이에서 경쟁심을 유발하여 그녀의 목숨, 여동생의 생존 그리고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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