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문화행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9월 상영테마 : 원작소설 영화 

일시  매주 토요일 14:00  티켓  선착순 무료 74석

장소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문의  031-814-8165

영화명 날짜 관람등급 상영시간

마션 3일(화) 12세 관람가 144분

리스본행 야간열차 5일(목) 15세 관람가 111분

라이프 오브 파이 7일(토) 전체 관람가 127분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0일(화) 청소년 관람불가 129분

나를 찾아줘 17일(화) 청소년 관람불가 149분

더 리더 19일(목) 청소년 관람불가 123분

메밀꽃, 운수 좋은 날, 봄봄 21일(토) 전체 관람가 90분

경기인디시네마

티켓  선착순 무료 74석  장소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문의  031-814-8165

1주(2, 4, 6, 9일) 3주(20일) 4주(27일)

나눔공감영화제 러시안소설 천당의 밤과 안개

나눔공감영화제

영화명 일시 장소 입장료 상영시간 문의

가버나움 9. 2(월) 14:00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무료

126분

031-814-8165

미라클 벨리에 9. 4(수) 14:00 121분

스탠리의 도시락 9. 6(금) 14:00 90분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9. 9(월) 14:00 114분

※ 더 자세한 공연과 전시 정보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gymc.or.kr)를 참고하세요.

고양문예회관

영화명 일시 장소 상영시간 장르 관람등급 관람료 문의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9. 5(목) 19:00

고양시 문예회관

149분 액션 12세 관람가 무료

031-965-2957

뽀로로 극장판 공룡선대모험 9. 25(수) 19:00 79분 애니 전체 관람가 무료

고양아람누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문의

고양시립합창단 제64회 정기연주회

박학기와 고양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추억의 음악여행’
9. 5(목) 20:00 아람음악당

전석 : 5,000원

만 5세 이상(만 5세 미만 입장 불가)

1577-7766

2019 고양아티스트 365 - 윤석만 작가 개인전

9. 5(목) ~ 9. 15(일)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갤러리누리 무료

2019 고양아티스트 365 - 이재욱 작가 개인전

9. 19(목) ~ 9. 29(일)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갤러리누리 무료

2019 고양시 교향악단 / 콘체르토 시리즈 4 10. 5(토) 17:00 아람음악당
전석 : 5,000원

※ 1인당 4매까지 구매 제한

고양어울림누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입장연령 문의

패밀리뮤지컬 헤이지니＆

럭키강이 시즌2 ‘비밀의 문’ - 고양

9. 21(토)

11:00, 14:00, 16:30 /

9. 22(일)

11:00, 14:00, 16:30  

어울림극장
R석 - 55,000원 

S석 - 44,000원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입장 불가)
1566-6551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19 아침음악나들이 3 - 더원
9. 26(목) 11:00 어울림극장 전석 :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1577-7766

※ 더 자세한 공연과 전시 정보는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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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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