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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거리에서

MIF  Mayday International Festival

2019메이데이국제축전

4.25~5.4 서울

연극<14-19>
졸리몸 Jolie Môme (프랑스극단)

4.25~27 저녁7시 소극장<알과핵>

<공식적인 역사를 믿는 것은 

범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시몬베이

블라디미르레닌, 

로자룩셈부르크, 칼리프크네히트가 살아 활동했던

1914~19 독일혁명과 흑해봉기를 그린 혁명적 뮤지컬 

*무료, 단 예약신청 필수

구글독스   goo.gl/4XWRmz

MIF-연극 문의·신청

MIF후원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주최  MIF조직위원회   세계노총남코리아지부   코리아국제포럼조직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민중민주당   (사)서울민예총   (사)노동희망   (사)정책연구소삶   (주)인터내셔널코리아

가격  10,000원 (1년정기구독 100,000원, 우편비포함)

정기구독신청   goo.gl/4XWRmz

010-8228-2261

fb.mea/pdpmagazine blog.naver.com/pdpmagazine
서울노동인권영화제연극·공연 건축전시회포럼

MIF시간표

레조헤스에서 
20년 120분

아프리카50 21분

알제리전투 
121분

강의노래 
100분

파업전야 

107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96분

라쏘시알 

84분

코리아국제컨퍼런스

<남코리아노동자들의 투쟁>

메이데이전야제

졸리몸·희망새·동해누리

결의대회

항쟁의기관차여 

거리로 달리자!

건축전시회<신념> 

프루토비바스·졍흐노디

위로공단 

94분

하워드진의 
미국민중사 

90분

홍대거리
공연연극

<14-19>

연극

<14-19>

연극
<14-19>

  코리아
국제포럼 
<노동·민생

·경제>

코리아
국제포럼

<노동자가 보는 
평화·통일>

GV

GV

GV

GV GV

GVGV

GV

연극<14-19> 졸리몸(프랑스극단) 4.25~27 19시 대학로 알과핵

공연<역사는 거리에서> 졸리몸·희망새·동해누리 4.30 18시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건축전시회<신념> 프루토비바스·졍흐노디 5.2~4 광화문광장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 4.27~29 12~18시 용산 철도회관

제휴 7회서울노동인권영화제<인터내셔널> 4.25~28 종로 인디스페이스극장

MIF-연극 문의·신청 goo.gl/4XWRmz

fb.me/mif0501

blog.naver.com/maydayfestival0501 



공연 <역사는 거리에서>
졸리몸 Jolie Môme (프랑스극단)·희망새·동해누리

사전공연

전 야 제

4.28 저녁6시 홍대걷고싶은거리 여행무대   

졸리몸

4.30 저녁6시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졸리몸·희망새·동해누리

건축사진전<신념>
라틴아메리카진보거장건축가 프루토비바스와 

프랑스진보건축가 졍흐노디의 건축사진전

5.2~4 광화문 중앙광장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

4.27~29 낮12시~저녁6시 용산 철도회관

메이데이국제축전(MIF)와 함께 열리는 이번 코리아국제포럼은 

<노동·복지·평화>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동계급의 사회적 진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메이데이를 맞아 세계노동운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베흐나흐프리오 Bernard Friot 프랑스 경제학자, 사회학자, 사회보장제도전문가 

프루토비바스 Fruto Vivas 베네수엘라 세계적건축가, 진보정당활동가 

모히스쿠기에흐만 Maurice Cukierman 프랑스 진보정당PCRF대표 

귀도리치 Guido Ricci 이탈리아 진보정당국제대표 

요제프보쉿트 Jozef Bossuyt 벨기에코리아친선협회대표, 평화운동가  

샤흘와호 Charles Hoareau 프랑스 진보단체ANC대표, 프랑스노총(CGT)전실업노조위원장 

에므릭몽빌 Aymeric Monville 프랑스 소르본대21세기맑스컨퍼런스조직위원, 진보출판사Delga대표  

데렉포드 Derek Ford 미국 진보정당교육대표, ANSWERCoalition(미국반전단체)대변인 

졍프헝수와파헝 Jean-Francois Parent 프랑스 민중주거환경국제연구소(LIHP)소장라틴진보도시정책전문가  

피에흐항베흐 Pierre Rimbert 프랑스 르몽드디플로마티크부편집장    

엉투완베당 Antoine Bedin 프랑스 리옹진보단체조직비서 

세계노총WFTU대표단

4.27토 <노동·민생·복지>

4.28일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와 통일>  

4.29월 <세계노총과 장기투쟁노조가 함께하는 국제컨퍼런스>

외국인참가자

프로그램

프루토비바스 Fruto Vivas 

<나무들은 하나의 <기둥>밖에 없지만 그 몸체 하나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가지와 잎, 꽃, 열매를 지지한다. 

왜 건물은 필요이상의 자재를 사용해 만들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필요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졍흐노디 Jean Renaudie

<건축적 결과물과 업적은 건축적 차원으로 해석돼야 하며

그속에서 나의 정치적 신념이 힘을 발휘하길 바란다>

노동인권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제휴

7회서울노동인권영화제<인터내셔널>
4.25~28 종로 인디스페이스극장

외국영화  <하워드진의미국민중사> <아프리카50> <라쏘시알> 

<레조헤스에서의20년> <알제리전투> <강의노래>

우리영화  <위로공단> <파업전야> <아름다운청년전태일>

GV   올리비에아잠 감독    베흐나흐프리오 경제·사회학자    데렉포드 교수

모히스쿠기에흐만 역사학자

fb.mea/sdmlwcmovie

레조헤스에서20년, 아프리카50 연속상영 120분 4.25목 14:00~16:03 GV

알제리전투 121분 4.26금 15:30~17:31 GV

강의노래 100분 4.26금 19:00~20:40 GV

라쏘시알 84분 4.27토 18:30~19:54 GV

파업전야 107분 4.27토 12:00~13:47  GV

아름다운청년전태일 96분 4.27토 15:20~16:56 GV

위로공단 94분 4.28일 15:30~17:04 GV

하워드진의 미국민중사 90분 

4.28일 18:30~20:00 GV

라쏘시알

알제리전투

아름다운청년전태일

레조헤스에서 20년

아프리카50

강의노래

파업전야

위로공단

하워드진의 미국민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