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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데이·스페셜 데이,
도도부현·정부령 지정 도시의 날

협회 기획 행사 등

9.1 목
말리 공화국 데이 (H)
홋카이도의 날 (D, A, N)

독일 이벤트 (H)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2 금
카타르국 데이 (D)
와카야마현의 날 (H, A)

이탈리아 이벤트 (D)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3 토

재팬·패션·환타지 ~에코·스타일의 신세기~ (D)
스페인 이벤트 (H)
루마니아 이벤트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아이치 엑스포  고향 전국 현민회 축제 (N)

9.4 일

궁내청 아악과 노래 대결 (D)
공식 참가국 이벤트 (H)
우즈베키스탄 이벤트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아이치 엑스포 고향 전국 현민회 축제 (N)

9.5 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데이 (H) 댄스 드라마 "패왕별희" ~한 사랑의 전설~ (D)

우즈베키스탄 이벤트 (A)

9.6 화 앙골라 공화국 데이 (H)
댄스 드라마 "패왕별희" ~한 사랑의 전설~ (D)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7 수 우간다 공화국 데이 (H)
KARATE EXPO 2005-STAGE1 창조 연무- (D)
미국 이벤트 Theater Of Yugen (H)
예멘 이벤트 (A)

9.8 목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데이 (H, A)
이시카와현의 날 (D, A)

루마니아 이벤트 (H)
콩트숏  필름 페스티벌 (A)

9.9 금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데이 (D)
효고현의 날 (H, A)

콩트숏  필름 페스티벌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10 토

콩트숏  필름 페스티벌 EXPO2005  (D, A)
아이치공업대학 "21세기·박람회 대학" (H)
크로아티아 이벤트 (H)
멕시코 이벤트 (A)

9.11 일

이시이 타츠야 코코록 포레스 파이널 (D)
"숲이 있는 생활, 숲을 만드는 생활" (H)
마츠오카 레코 발레단 부속 연구소(어린이 발레) 발레 콘서트 (H)
아코디언 콘서트 ~호흡하는 악기~ (H)
멕시코 이벤트 (A)

9.12 월 부룬디 공화국 데이 (H)

세계무형문화유산 노·쿄겐의 모든 것  화려한 전통 (D)
국제연합 이벤트 (H)
"전기자동차-과학과 예술의 제전" 일본 EV클럽 (예정)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이벤트 캘린더　9월

일정



9.13 화
타지키스탄 공화국 데이 (H)
아이치현 위크·파트 2 (D, H, A, N)

9.14 수
콩고 공화국 데이 (H)
아이치현 위크·파트 2 (D, H, A, N, C)

9.15 목
멕시코 합중국 데이 (D)
아이치현 위크·파트 2 (H, A, N, C)

미라클 바나나(A)

9.16 금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데이(D)
아이치현 위크·파트 2 (H, A, N, C)

아이치 엑스포 겐지모노가타리 예술제 (D)

9.17 토 아이치현 위크·파트 2 (D, H, A, N)

9.18 일 아이치현 위크·파트 2 (D, H, N)

9.19 월 아이치현 위크·파트 2 (D, H, A, N)

9.20 화 필리핀 공화국 데이 (D)
독일 이벤트 (H)
타지키스탄 이벤트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21 수 베냉 공화국 데이 (H)

사랑·지구 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하여" (D)
사랑·지구 세션 "사랑·지구~미래에의 메시지"
       존 윌리엄스＆리처드 하베이 월드튜어 (D)
샹하이(중국) 이벤트 (H)
타지키스탄 이벤트 (A)
트와이라이트·콘서트 (A)

9.22 목
그루지야 데이 (H)

오스트레일리아 이벤트 (D, A)
프랑스 이벤트 (H)
샹하이(중국) 이벤트 (A)
협회 협력 이벤트 (A)

9.23 금
Love The Earth (D)
멕시코 이벤트 (H)
샹하이(중국) 이벤트 (A)

9.24 토 BIE(박람회 국제 사무국) 데이 (D)
글로벌·하모니·콘서트 Symphonic EXPERIENCE of LOVE (D)
캐나다 이벤트 (H)

9.25 일 폐회식 (D, H,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