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업빌리지(VILLAGE EPHEMERE) 2021년 5월 1일 인사동
주최: Collectif Edo-Solidaire(주한 프랑스인 환경-연합 단체)

---------------------------------------------------------------------------------------------------------------------
2021년 프로그램

거리두기 시행령을 가급적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음식과 음료 섭취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워크샵 스페이스(1층 야외공간)
☆11 AM – 10 PM

미술 워크샵(중간에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

☆3 PM 종이접기 워크샵(최대 10인, 예약자 우선)

프로젝터 공간(2층)
☆11:00 AM - 12:30 PM 애니메이션 영화

“개구리의 예언(La prophétie des grenouilles)”(한글 자막)

☆11:30 AM – 10 PM
프랑스 무성영화 연속 상영

달세계 여행(Le Voyage dans la lune, 1902), 판토마 위기탈출(Fantômas, 1964), 7년간의 불운(Sept ans de malheur, 1921), Coeur Fidè, Entr’Act, 어셔
가의 몰락(La Chute De La Maison Usher), 안달루시아의 개(Un chien andalou), 니스에 관하여, 시인의 피(Le Sang d'un poète), 강력한 고독 (Les

Hautes Solitudes, 다큐멘터리, 1974)

☆12:30 PM – 10 PM
5월 1일의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연속 상영

☆2 PM – 3:30 PM 애니메이션 영화
왕과 새(Le Roi Et L'Oiseau, 1980)(한글 자막)

☆7 PM – 8:30 PM 애니메이션 영화(14세 이상 관람가)
벨빌의 세쌍둥이(Les Triplettes De Belleville, 2003)(한글 자막)

뮤직 와인바 공간
☆11-11:30 AM, 2-3 PM(2회 반복 공연) 토이피아노 콘서트

토이피아노: 차혜리(작곡가: 드뷔시 / 에릭 사티 / Joe, Dassin / Yann Tiersen / Francis Lai)

☆5:30 PM
French variety trio 콘서트(프랑스 대중음악)

팝업 레스토랑(1층)
☆12:30 PM – 10 PM

Spoon Seoul(프랑스 요리 컨설팅) 제공 핑거푸드와 도시락

야외 음악 공간(courtyard)
☆4 PM – Jala Funk 재즈 콘서트

☆5 PM – 싱어송라이터 Truh Sonism의 콘서트
☆6 PM – Jala Funk 재즈 콘서트
☆8:30 PM Jala Funk 재즈 콘서트

KOTE 카페(1층)
☆2-6 PM 프랑스 도서 교환(Bouquinerie Solidaire) – 프랑스, 영어 서적 및 한국어 아동 서적

☆2-5:30 PM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워크샵

본 행사는 자원봉사자들로 진행됩니다.
모든 수익은 한국 비영리단체 (이주민과함께 (somi.or.kr) 로 기부됩니다.

https://
collectifecosolidaire.fr/
evenements/village-
ephemere/
코트,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

http://somi.or.kr/
https://collectifecosolidaire.fr/evenements/village-ephemere/
https://collectifecosolidaire.fr/activites/atelier-orig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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