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타마 시 플라자 노스 이벤트 정보 2021～2022

공연명 일정 개최 장소 내용 출연자

노스 티타임 콘서트
야마미야 루리코 하프 리사이틀 5월 21일 (금) 홀 평일 낮 부담없이 500엔으로 감상하는 콘서트 야마미야 루리코(하프)

BLACK BOTTOM BRASS BAND
워크샵 & 라이브 5월 23일 (일) 홀 이벤트 <아트 광장의 날> 워크숍 및 콘서트 BLACK BOTTOM BRASS BAND

플라자 노스 썸머 스테이지 2021 7월 25일 (일) 홀 가족을 위한 콘서트 쇼쿠라 카호루 (사회 및 노래)
외

전시회
 Domain of Art 27

8월 4일 (수) ~ 8월 11일 (수) 노스 갤러리 워크숍에서 제작한 작품 전시회

명화 감상회 8월 22일 (일) 홀 영화 상영회

노스 티타임 콘스트
 스즈키 류타로 피아노 리사이틀 9월 10일 (금) 홀 평일 낮 부담없이 500엔으로 감상하는 콘서트 스즈키 류타로 (피아노)

전시회
 <라쿠텐 전>

9월 11일 (토) ~ 9월 20일 (월・휴일) 노스 갤러리 사이타마 시에 연고가 있는 만화가 기타자와 라쿠텐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
시회

모어 YOU 요세(만담장) 9월 26일 (일) 홀 라쿠고회 하야시야 타이헤이 외

오쿠무라 아이 & NHK 교향악단 콰르텟
 클래식 리사이틀 10월 24일 (일) 홀 클래식 콘서트 오쿠무라 아이 (바이올린),

 NHK 교향악단 콰르텟

유머 음악제 in 사이타마
 만화같은 음악회 11월 13일 (토) 홀 유머를 주제로 하는 음악제 아라이 타로 외

<국제 만화 페스티벌 in 사이타마
 사이타마시 유머 사진 콘테스트> 합동 작품전 11월 13일 (토) ~ 11월 21일 (일) 노스 갤러리 유러를 주제로 한 세계의 만화와 사진 콘테스트 입상 작품의 합동 전시

플라자 노스 de 크리스마스 12월 12일 (일) 홀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Music Players 오카와리단
 외

노스 티타임 콘서트
 도쿠가와 신이치로 기타 리사이틀 1월 21일 (금) 홀 평일 낮 부담없이 500엔으로 감상하는 콘서트 도쿠나가 신이치로 (기타)

극단 도쇼 가족 뮤지컬 <백설 공주> 1월 30일 (일) 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극단 도쇼

노스 산책 콘서트 2얼 20일 (일) 홀 현지에서 활약하는 악단 소개를 겸한 콘서트

전시회
Domain of Art 28 이토 사비 전 2월 26일 (토) ~ 3월 21일 (월・휴일) 노스 갤러리 현대 미술 전시회

방일 30주년 기념
웨이 웨이·우 콘서트 2월 27일 (일) 홀 이호 콘서트 웨이 웨이·우 (이호)

 외

우시다 토모하루 피아노 리사이틀 3월 6일 (일) 홀 클래식 콘서트 우치다 토모하루 (피아노)

노스 교겐회 3월 13일 (일) 홀 교겐회

※ 신종 코노나 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재된 이벤트 중 일부는 중지 혹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플라자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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