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마 준지와 미네우치 토모미, 

그리고 치타무스메 in 나고야

마지막 여름 방학 추억을 만드는 SHOW

마지마 ・미네우치와

이벤트 개요

제 3회 성우공연회에서 암살교실의 치바 류노스케 역, 
토라도라의 타카스 류지역으로 유명한 성우

마지마 준지와
슬로우 스타트의 토쿠라 에이코역, 여자고등학생의
시부사와 시부미역으로 알려진 성우

미네우치 토모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치타무스메도 출연 결정! 

아임엔터프라이즈에 소속된 마지마, 미네우치씨와

치타무스메가 나고야에!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였으며, 여러분의 질문에도

답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선물 기획도!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명 마지마 준지와 미네우치 토모미, 

그리고 치타무스메 in 나고야

공연장소

나고야시공회당(名古屋市公会堂) 4층 홀

(주소： 愛知県名古屋市昭和区振舞1丁目1―3)

시영 지하철 츠루마이선(鶴舞線) 츠루마이역(鶴舞駅) 하차

4번출구로부터 도보 2분

시영버스 츠루마이코우엔마에(鶴舞公園前) 하차 후 도보 3분

JR 츄오선(사철)（中央線）하차 후 도보 2분

공연 일정
공연장 개방

１２：００ ~１２：５５

공연 예정 시간

１３：００ ~１５：００

종료 예정 시간

１５：００

주최
나고야대학애니메이션성우연구회

(名古屋大学アニメ声優研究連)



출연자 마지마 준지(間島淳司)
소속 : 아임엔터프라이즈

생일 : 5월 13일
주요 출연작 및 배역

~애니메이션~
・암살교실 : 치바 류노스케역

・일주인간프렌드 : 

・죠죠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 : 메로네 역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 다이고 역

・꽃피는 이로하 : 미야기시토오루 역

・용왕이하는 일 : 쿠루노 요시츠네 역

・토라도라! : 타카스 류지 역

・하이큐!! : 사사야 타케히토 역

・비탄의 아리아 : 토오야마킨지 역

~게임~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 프리니 역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 크리스트 역

・도검난무 : 닛카리 아오에 역

・파이어 엠블렘 창염의 궤적 : 칠흑의 기사 역

~특촬물~
・가면라이더x가면라이더위자드 & 포제: 

MOVIE 대전 얼티메이텀가면라이더목소리 담당

출연자 미네우치 토모미(嶺内ともみ)

주요 출연작 및 배역

~애니메이션~
・여자고등학생 : 시부사와 시부미 역

・슬로우 스타트 : 토쿠라 에이코 역

・BanG Dream! : 각종 단역

・고깃집 센고쿠 : 사쿠라 야에 역

・약속의 일곱 밤의 축제 : 칸나 역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 이에나가 역

・사이키 쿠스오이 재난 : 마키 시이코 역

~게임~
・라피스 리라이츠 : 알파 역

・우마무스메 : 아이네스 우진 역

・SummerPockets : 쿠시마 카모메 역

・소녀전선 : UMP45 역

・키라라 판타지아 : 사쿠라 야에 역

・강하게 NEW GAME : 카트리스 역

・도사의 무녀 새겨진 일섬의 등불 : 아오토 히나

소속 : 아임엔터프라이즈

생일 : 12월 22일



출연자 치타무스메(知多娘)

치타무스메란?

치타반도의 5개 시와 5개 군, 
각 지구의 프로모션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홍보 팜플렛

・공연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
・공연 장소 : 나고야시공회당 4층 홀
・티켓 가격 : 2500엔
・출연자

마지마 준지 미네우치토모미
치타무스메

마지막 여름 방학 추억을 만드는 SHOW
마지마 ・미네우치와

티켓 구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캐릭터는 성우들이 담당하며,
이들은 성우, 가수, 배우 등을
꿈꾸는 청년들입니다.

https://passmarket.yahoo.co.jp/event/show/detail/01gyif10ctkcs.html


티켓 응모 시(필독!）

・티켓 오픈 시간 :7월 4일(목) ~ 8월 29일 23:59

주의사항

・판매기간 중, 티켓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입 후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암표 또는 암표상에서의 구입한 티켓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송신하므로,

착오없이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구입확정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스팸메일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구매신청을 진행해 주십시오.

・행사 당일, 본인확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행사 당일, 티켓이 표시된 화면을 제시하거나,

메일내용을 인쇄하여 지참하여 주십시오.

・티켓 관리 및 향후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없습니다.



회장 및 강연내용에 관하여

주의사항

・회장의 사전견학 등의 행위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주최 측에서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개장시간은 강연개시 1시간 전입니다. 개장시간 이전에는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회장의 일부 통로가 협소한 바, 통행시에는 다른 관객분들을 배려하여 주십시오.

・촬영 및 녹음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입장 후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 주십시오.

무음/진동모드의 설정이 아니라, 전원을 완전히 OFF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행사 중, 스태프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회장에서 퇴출 당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하여, 출연자의 소속 사무소 및

대학 측에 대한 직접 문의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본 서클에 연락해 주십시오.

・행사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 대수에 제한이 있는 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공연이 종료된 후, 되도록이면 서둘러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회에 휠체어 등의 특수 장비로 참가하시는 분은 사전에

트위터 DM, 휴대폰, 메일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훨체어 등으로 참가하는 경우, 좌석이 티켓 번호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 종료 시간은 공연이 가장 늦춰질 경우의 시간입니다.

・관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응원이나 호응(믹스콜 등)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도 퇴장될 수 있습니다.

・강연은 일본어로 진행되며, 별도의 통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한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입장 및 소지품 규제에 관하여

주의사항

・티켓의 제시

입장 시 관계자가 티켓 확인을 진행하오니,

스마트폰에서 티켓 화면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행사 당일, 입장자를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입장시에 시행됩니다.

소지중인 가방 및 봉투를 열려 있는 상태로 제시하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제한물품의 경우, 입장시에 폐기 혹은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내 반입 ‘금지’ 물품

폭죽등의 폭발물, 칼날등의 예리한 물품, 안전핀 등 날카로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건, 가스등의 가연성 물질, 전장 30cm를 넘는

길쭉한 물품(골동품 및 요로이 등을 포함), 해머 및 드라이버 등 흉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애완동물(안내견 제외), 곤충, 공, 요요, 풍선등의

완구, 주류, 위험약품 및 식품류(다과류를 제외), 현수막 혹은 깃발 등, 두건 등

주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의 면직물, 개조 사이리움(응원봉) 등의

발광물(‘울트라 오렌지’의 경우 개조여부에 관계없이 소지불가), 사이리움의

장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확성기를 비롯 소리를 발생/확대하는 도구,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녹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구, 이외 스태프가

질서 유지 및 운영 상의 장해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물건



입장 및 소지품 규제에 관하여(이어서)

주의사항

・회장내 반입 ‘제한’ 물품

발광물(사이리움 등)의 경우, 1인 당 2개 미만으로 반입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회장 및 좌석에서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의 소지품의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물상자의 안내

게스트에게의 선물은 송신자를 명기한 후, 접수처 부근의

선물상자에 넣어 주십시오. 본 서클에서 게스트에게 전달합니다.

・플라워 스탠드, 꽃다발을 보내고 싶은 분

설치 등을 희망하시는 분은 티켓을 구매 후, 반드시 문의란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흡연장소의 안내

4층 홀 바깥의 외부 베란다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홀 내는 완전 금연입니다.

・중도입장 및 중도퇴장에 관하여

개연 이후 15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입장 불가합니다.

개연 이후 중도퇴장(화장실 이용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입장은 불가합니다.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취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경우

회장 반입 금지/제한 물품을 규정 외 반입하려 하는 경우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티켓의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연 이후 15분 이상이 경과한 후 입장/재입장 하려 하는 경우

미취학 아동이 혼자서 참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