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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 관람석
가부키자(도쿄)에서 구입 가능
가부키자의 1 층에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는 예약 없이 직접 당일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특정한 공연 목록을 선택하여 관람하는 방법은 가부키 초심자이든 전문가이든 가부키를 즐기는
알맞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및 주의 사항(2018 년 6 월)
1.

'단막 관람석 티켓 판매소(Box Office for Single Act)'는 가부키자 1 층의 정문 현관을 바라보고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단막 관람석 티켓은 공연 당일에 판매합니다(사전 예약 및 사전 구입 불가능).

3.

1 막당 1 명이 1 장의 티켓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 전원이 줄을 서야 합니다. 단막
관람석 티켓 판매소에서 발매 시간이 될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줄에서 벗어나면
동일한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동행 가족이나 친구가 이미 줄에 서 있어도 도착한 순서에
따라 줄의 가장 끝에서부터 서 주십시오.

4.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구입한 사람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동일한 부에서 연속된 공연 목록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6.

두 개의 서로 다른 부의 티켓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예: 주간부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경우 창구에서 야간부 티켓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

7.

티켓은 상연 순서대로 판매됩니다. 발매 시간과 가격은 공연 첫날에 웹사이트의 '뉴스' 및 티켓
판매소에서 발표됩니다.

8.

약 90 개의 의자석과 약 60 개의 입석, 합계 약 150 석이 극장 4 층에 있습니다. 전석 자유석입니다.
공연에 따라 좌석 수와 입석 위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9.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혼자서 하나의 좌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티켓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직원이 번호순으로 호출하면 극장 내로 입장하여 좌석이나 입석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20 분 전까지 4 층 로비로 와 주십시오(지정된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번호는 무효 처리됩니다).

가부키자
Address: 4-12-15 Ginza, Chuo-ku, Tokyo, Japan
Direct Access from “Higashi Ginza” station
Walking distance from “Ginza” station

https://www.kabukiweb.net/

<서비스>


영어 서비스 가이드 'G-mark Guide'(자막 서비스)를 단막 관람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장소는 4 층 로비에 있습니다.
대여료는 1 막당 500 엔이며, 이용 후 반환되는 보증금 1,000 엔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점은
이어폰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www.eg-gm.jp/e_guide/eng_service.html



화장실은 4 층에 있습니다.

<규칙>


상연 중의 녹음 및 녹화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극장 내는 금연입니다.



티켓을 구입한 후에는 환불 및 교환되지 않습니다.



단막 관람석 티켓으로는 가부키자의 1 층, 2 층, 3 층에 있는 매점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고 극장 내
각 층으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연속된 막의 단막 관람석 티켓을 소지한 경우는 휴식 시간 중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거나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상연 중에는 조용히 관람해 주십시오. 대화를 나누거나 비닐봉지 등을 만져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단막 관람석의 발권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막 관람석 티켓
판매소의 영업 시간과 좌석 확보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부키자에서는 매월 다양한 공연 목록이 상연됩니다. 따라서 단막 관람석의 정보와 티켓 가격도
다릅니다. 단막 관람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월 공연 첫날까지 결정되어 웹사이트에 발표됩니다. 이
정보는 단막 관람석 티켓 판매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모두 영어)
kabuki_info@shochiku.co.jp
2019 년 10 월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