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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83/18 press prev iew 시사회（～20일）
연인원 입장객 수 113,850명（3일간）

3/23 천황 황후 왕림

3/23 황태자 왕림

3/24 개회식전（ＥＸＰＯ 돔）

3/253/253/25 아이치 엑스포 개막
입장객 수 43,023명

33월월 MarchMarch

아이치 엑스포 개회식

아이치 엑스포 개막

3/26 제 4회 국제자문위원회

도널드 존스톤 ＯＥＣＤ 사무국장 회장 시찰

3/273/273/27 아이치 지구 회의아이치 엑스포 오프닝 포럼 「지구와의 공생」
통일 테마 「지속 가능한 사회 창조」（～28일）

3/27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회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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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1４４/1/1

44월월 AprilApril

도시락 지참 제한 완화

4/4 스모 엑스포 대회

4/5 호르스트 쾰러 독일연방 대통령 회장 시찰

４/15４４/15/15

스모 엑스포 장소

4/16 아이치 지구회의 테마 포럼 4월 「문화, 생물의
다양성과 국제 수준의 공통 인식 만들기」

4/19 아키시노노미야 부처 방문

４/20４４/20/20

단독 관람 코스로 향하는 입장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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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234/23

44월월 AprilApril

4/２９ 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꽃의 혹성」식전에 참석

４/22４４/22/22 「Earth day EXPO」
사랑 지구 광장에서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

4/22 Kids 에코 투어 시작

4/23 아이치현 Week, part１ 시작
아이치의 옛 수레 100대가 행렬

1일 입장객 수 10만명 돌파！
　누계 200만명을 넘어 섬

4/25 제 8회 해상지구 모니터링 위원회

4/26 공개 시간　나가쿠테 회장　9:00～22:00（폐막까지）
　　　　　　　　　　　 세토 회장　9:00～18:00（7월 19일까지）

옛 수레 행렬

Earth day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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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115/11

55월월 MayMay

5/3 개막 40일 째, 입장객 수 300만명 돌파！
1일 입장객 수 14만 6천 명으로 최고 기록 갱신

5/4・9 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5/35/5/33 입장객으로 붐비는 글로벌 루프

5/8 다채로운 골든 위크(5월 연휴)종료
5월 연휴 중 입장객 수는 979,892명（10일간）

5/11 대한민국의 날
김원기 국회의장이 출석. EXPO 돔에서는 「한류」 이벤트

5/15 열창, 히카와 기요시 콘서트
아이치 엑스포 공인 송과 힛트곡을 노래

5/10 캄보디아 왕국의 날 훈센 수상 방문

5/11 ｢『사랑과 기도』를 춤추는 별 내리는 밤의 2인무」
구사카리 다미요 씨 사랑 지구광장에서

한국 해양대학교 학셍들의 퍼레이드

관객을 매료한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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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215/21

5/235/235/23

55월월 MayMay

5/21 아이치 지구 회의 테마 포럼 5월
「환경본위형 사회를 목표로～21세기 과학의 나아갈 길」

입장객 500만명 돌파
개막 60일째. 10명을 추첨하여 인정증과 기념품 증정

5/26 「자연의 예지 상」 제1회 심사종료, 수상자 결정

5/31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장 시찰

5/195/195/19 5/19 중화인민 공화국의 날
우이 부총리가 식전에 출석. 경극, 잡기와
화려한 연기로 내장객을 압도

청각장애인 팀의 무용・천수관음

500만명 돌파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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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6/2

6/66/66/6

66월월 JuneJune

6/2 아이치 지구 회의 테마 포럼 6월
「21세기 산업 기반～순환형 사회로의 메시지」

6/2 아키시노노미야 비 방문

6/5 스페인 황태자 펠립페 부처 회장 시찰
다카마도노미야 비 회장 시찰6/56/56/5

6/5 「환경의 날」 cool biz 패션 쇼
전 프로야구 감독 호시노 센이치 씨도 모델로 등장

6/6 황태자 왕림
（회장 시찰, 일본의 날 기념식장 참석）

6/6 일본의 날 ＆ 일본 주간
（일본의 날, 일본 주간～12일）

왼쪽부터 사회자 구보 준코 씨,오쿠다 히로시,
호시노 센이치 씨, 사회자시미즈 게이씨

와타나베 사다오 씨와 출연자

6/7가쓰라노미야 요시히토 친왕 방문（～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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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6/9

66월월 JuneJune

6/9 「프로트타입 로봇 전」 시작
근미래 로봇 65종류가 대집합（～19일）

로봇을 보고 있는 입장객들

6/13히타치노미야 부처 방문（～15일）
벨기에 왕국 ND 기념식전 출석

6/186/186/18 6/18 급수 서비스 개시
각 게이트 앞, 합계 24대

6/1１ 「세계 진주혼식 in EXPO」
26쌍의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축하

6/18 과거 최고, 17만명을 돌파
총 입장객 수 기록을 대폭 갱신

무료 급수 서비스

6/21　100만명 촛불의 밤 in EXPO
2005개로 지구온난화 방지
（지구시민촌）

6/17 단체버스 입장 1,107대（기간 중 최고）

누계 입장 버스 수 11만 3천 ２８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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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226/22

6/256/256/25

66월월 JuneJune

6/22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친왕 방문（～23일）

6/246/246/24 6/24　제 137회 BIE（박람회국제사무국）

총회 개최（파리）
아이치 엑스포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박람회협회와
일본 정부를 칭찬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함

6/29 국제박람회장 관련 매 조사 검토 위원회

6/25　반환점
나고야 지방 기상대에 의하면, 나고야 최고 기온은 33.3도를
기록했으며 입장객 수는 16만명을 넘었다.

총 입장객 수 ９０８만 ８９１３명（6/25최종）

제 137회 BIE 총회（파리）

회장 내 양산을 쓴 모습 （６／２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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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월월 JulyJuly

7/17/17/1

7/47/47/4

7/97/97/9

7/1글로벌 루프에 청량감
　　여름 무더위에 대비한 「Dry Mist 장치」 가동 개시

7/1 야간 할인입장권을 시중에 판매개시

6월 상순, 시험 운용 모습

입장객 1,000만명 돌파
개막 102일째.10명을 추첨하여 인정증과 기념품증정
특별상（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상）으로 2캐럿 다이아몬드
나고야시 회사원에게 증정

7/7바이오 렁(Bio Lung )에 칠석 장식
5만 장의 글이 라이트 업

7/9지구 평화 포럼 개최
긴급 과제에 대처하는 아이치 어필 발표
「차별, 빈곤, 환경보호, 세계평화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노력하여 지구를 지키자」

사랑 지구광장에서 1000만명 달성 기념이벤트

7/9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7/1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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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117/11

77월월 JulyJuly

천황, 황후 왕림（～13일）
천황, 황후 1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아이치 엑스포를 시찰.
첫날인 11일은 스페인관, 독일관, 이집트관을 견학

7/10 차드 공화국 부스 오픈. 121개 참가국이 전부 갖춰짐

7/13 다카라쓰카 ＯＧ의 박력 넘치는 무대에 갈채
｢아무르 다카라쓰카｣ 개연（～14일）

7/177/177/17 1일 입장객 수 21만명 돌파！
인기가 많은 히타치 그룹관은 개장 직후부터 긴 행렬
최종 입장객 수는 21만 5976명

7/16 한여름의 시원한 눈놀이
「닛신시의 날」에 히다시가 선물을 증정

7/19　2005년 일본 국제박람회협회 관련
　평가 추적 조사（예측, 평가） 보고서（５） 및
　평가 추적 조사（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004년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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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207/20

7/237/237/23

77월월 JulyJuly

황태자 부처 왕림
나고야시 파빌리온 「대지의 탑」, 「영국관」,
「글로벌 하우스」를 시찰

영국관으로 들어가는 황태자 부처

7/20　세토회장 공개 시간
　　　　　９：００～１９：００（8월 31일까지）

7/227/227/22 7/22요요 마가 공연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 마 씨가 인솔하는
「실크로드 앙상블」의 공연（EXPO 돔）

7/23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24일）

7/22 빅토르 유신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장 시찰

７/25７７/25/25

7/23 아이치 지구 회의 테마 포럼 7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환경 교육」

7/25 아키시노노미야 부처, 마코 내친왕 및
가코 내친왕 방문

7/26히타치노미야 부처 방문（～28일）

7/26 태풍 7호 접근에도 혼란 없었음
입장객이 적어 인기관도 여유, 저녁에는 무지개

세토회장에서 설명을 듣는
아키시노노미야 일가

태풍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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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２９7/7/２９２９

7/317/317/31

77월월 JulyJuly

7/29 여름밤을 수 놓는 「엑스포 올 스터즈
퍼레이드」 를 개최
구경꾼 쇄도로 혼란. 그 후 쇼와 퍼레이드를 분리

북 게이트에서는「i-unit」（왼쪽）와
인기 캐릭터 대집함

7/２77/7/２２77 7/27 ｢물 뿌리기 대작전 2005 in 아이치
엑스포｣ 개최（사랑 지구 광장, 세토 회장）

사랑 지구광장에서 물 뿌리기

7/31 「아이치 엑스포 스포츠 서미트 2005」
개최（사랑 지구 광장, 세토 회장）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톱 선수들이 참가

인터뷰에 응답하는 오기와라 겐지（왼쪽）씨와 오기와라 쓰구하루씨

7/31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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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8/1

8/188/188/18

8/88/8/88

88월월 AugustAugust

8/1 사야코 내친왕 방문（～3일）
8/1 공식 기념품 숍 증설
모리코로 상품 인기

8/2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친왕과 아키코 여왕 방문
（터키 공화국 ND기념식 출석）

8/78/78/7 8/7 「세계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
서미트 2005」개최（EXPO 돔）

최우수국으로 뽑힌 이탈리아
개인, 단체 멤버

8/８　약 3500명이 손을 잡고 평화를 기원
「Peace ring 2005　모두가 함께 하는 평화의 원 그리기」 개최

8/8 나고야시 주간（～14일）
나고야 여름의 풍물시 「일본 도만나카 마쓰리」는 엑스포 스페셜
버전으로 열연

입장객, 목표인 1,500만명 돌파
개막　147일째. 회기를 38일 남기고 입장객 수 목표 달성.
「입장객 1500만명 기념 이벤트」에서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아자라시형 로봇, 프라즈마 TV 등 총 500만엔 상당의
상품 15점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랑 지구광장에서 열린 「입장객1500만명 기념 이벤트

「일본 도만나카 마쓰리」
in아이치 엑스포



15

88월월 AugustAugust

8/228/228/22

8/278/278/27

8/22 「엑스포 올 스터즈 퍼레이드 2」 재개
７월 29일에 시작된 야간 이벤트는 경비문제 등으로 2일부터 중지
쇼는 8일에 재개하였지만, 퍼레이드는 개최하지 않았다.

입장객에게 인사하는 모리조외 기코로

8/258/258/25
8/25 황태자 왕림（～26일）
전날 개최된 「전국 농업 청년 교환 대회」 출석을 위해
아이치현을 방문.  개회식 이래 4번째이다.

8/25 태풍 11호 접근에 대비한 예방책
저녁부터 내린 비로 중지된 이벤트도.

【왼쪽 사진 】운행 정지된 기코로 곤돌라
【오른쪽 사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묶은 쓰레기통

8/27다카마도노미야 비 방문

8/27 아이치 지구회의 포럼 8월
「기후 변동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환경과 조화를 이룬 경제, 산업 발전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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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월월 ＳｅｐｔｅｍｂｅｒＳｅｐｔｅｍｂｅｒ

9/19/19/1

9/109/109/10

9/39/39/3

9/1 「아이치 지구 상 – Global 100 Eco – Tech Awards」
기념 심포지엄, 표창식

9/1　세토 회장 공개 시간
　　　　　９：００～１８：００（폐막까지）

9/3 에코 패션 쇼 개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4명의 디지자이너가 작품을
선보임

9/4 인기였던 「７색 기코로」와 이별
올 스타즈 쇼와 퍼레이드 종연

9/7 태풍 14호 접근
폭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1만 3860명이 개장을 기다림. 
1일 입장객 15만 5915명

1일 입장객 수 25만명 돌파！
오전 8시 25분 개장 시에는 약 3만명이 회장 밖에서 줄을
서 대혼잡. 최종 입장객 수는 25만 694명

입장객에게 이별 인사를 하는 7색의 기코로

북 게이트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전 8시 50분경

9/10 마지막 강의는 철학자 우메하라 다케시 씨
「21세기 엑스포 대학」 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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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199/19

9/139/139/13

9/12｢ 자랑스런 전통 예술｣ 노와 교겐의 세계
아이치 엑스포에서 실현된 전위예술가와의 공연
시게야마 센사쿠 씨 등 5명의 인간국보가 참가.

9/13 아이치현 Week part 2가 시작
「아이치와 세계와의 교류」를 테마로 19일까지

9/14 「Friend ship, Film,  Festival」
프렌드 쉽 교류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

9/169/169/16 9/16 입장객 2,000만명 돌파
개막 176일째. 목표 1500만명 달성을 한 8월 18일
부터 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9/189/189/18
9/18 처음으로 일시 입장 중지
1일 입장객 28만명
회장 안 인원이 17만명을 넘어 서
오후 0시 50분에는 처음으로 일시 입장 중지
입장 규제는 오후 6시 이후 해제되었다.

9/19 「상하이 주간」 （～25일）
5년 후의 엑스포 PR

사랑 지구 광장에서
「여자 12악방（상하이 주간）

불꽃을 맞으면서 피우는 테즈쓰하나비
아이치현 Week （13일）

오후 1시 경、서쪽 게이트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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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199/19

9/249/249/24

9/219/219/21

9/19 「자연의 예지 상」 제 2회 심사 종료, 각 상 결정

9/21 아이치 지구회의 Clothing 포럼
「지속 가능한 사회 창조를 목표로」（EXPO 돔）

9/229/229/22 9/22 제 5회 국제 자문위원회
필립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아이치 엑스포의 인상과 성과 계승에 대해 발표했다.
테마성과 운용이라는 양면 모두가 금후 박람회의 모범이 되리라고
높은 평가를 했다.

9/239/239/23 9/23 아이치 상하이 합동 심포지엄

9/23 BIE의 날 개최（EXPO 홀）
BIE의 날에 「群読」특별 공연
2008년 사라고사,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축복

회견을 하는로세르딸레스BIE 사무국장（오른쪽）
과 필립슨 국제 자문위원회 위원장

피날레에는 출연자와 BIE 가맹국 대표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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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259/25 폐회식（ＥＸＰＯ 돔）
약 2250명이 출석. 명예 총재인 황태자는
「입장객의 감동이 세계로 퍼져 나가, 지구 규모의 문
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연설을 하였고, BIE（박람회 국제사무국）기가 2010년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상하이에 인계되었다.

세토 회장 그랜드 피날레 “지구의 고동”

그랜드 피날레　고별파티
（사랑 지구 광장, 각 코먼, 지구시민촌, FM Love Earth）

피날레 행사
・모리조＆기코로 숲으로 귀향식
・국기 하강

폐회식 「Friends　Love　Believing　EXPO2005」를 합창
황태자 왕림（폐회식 출석）

오른쪽 중간, 국기 하강
오른쪽 아래, 게이트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는 도우미

아이치 엑스포　폐막
최종일 입장객 수는 24만 4052명
개막 이래 총 입장객 수는 2204만 95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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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객 동향

입장객 총 수 2204만 9544명

1일 평균 입장객 수 11만 9186명

1일 최다 입장객 수 28만 1441명（9월 18일）

1일 최소 입장객 수 4만 3023명（3월 25일）

입장객 조사 결과

입장객 평균 체재 시간 6시간 55분

지역민 입장객 비율 53.0%（도카이 ３현）

2회 이상 입장률 38.1%（2회 이상 입장객）

외국인 입장객 비율 4.6%（조사 평균 5,668명/1일）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 약 80%

「다시 오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약 75%

전기간 입장권 사용, 최고 입장 횟수 270회（1일 복수 입장을 포함）

전기간 입장권 사용, 평균 입장 횟수 1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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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수송 이용 상황

리니어 모터카 854만명

역 셔틀 버스 226만명（야구사・회장 간 버스, 후지가오카 체류 완화 버스 포함）

파크＆라이드 주차장 434만명

단체 버스 337만명

장내 수송 이용 상황

모리조・곤돌라 336만명

회장 간 연료 전지 버스 100만명

ＩＭＴＳ 179만명

기코로・곤돌라 434만명

글로벌 트램 113만명

자전거 택시 32만명

그 외 35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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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열사병 환자 및 열사병 증상 313명

ＡＥＤ에 의한 응급 조치 3건（심폐정지 상태로부터 소생한 환자 수）

미아 보호 수 584명

습득물 수 2만 8512개

입장권 판매 상황

입장권 총 판매 수 1714만장（10/15일 현재）

예매권 판매 수 938만 8000장

당일권 판매 수 775만 200장

전체 기간 입장권 판매 수 43만 9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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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파빌리온 입장객 수

나가쿠테 일본관 308 만명 원더서커스 전력관 374 만명

세토 일본관 69万人 JR 도카이 초전도 리니어관 690 만명

나카쿠테 아이치현 관 375 만명 원더 호일 전・람・차 148 만명

세토 아이치현 관 93만명 미쓰비시 미래관 ＠earth 만일 달이 없었다면 303 만명

나고야시 파빌리온 「대지의 탑」 303 만명 도요타 그룹관 265 만명

글로벌 하우스 696 만명 히타치 그룹관 170 만명

지구시민촌 212 만명 미쓰이・도시바 관 163 만명

장난꾸러기 보물섬 270 만명 꿈꾸는 산 600 만명

가스 파빌리온 　불꽃의 마술 극장 247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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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가 목표로 하는 국제박람회와의 정합성

참가국 수 121개국

참가 국제 기관 4기관

외국 요인 방문 수（수상급 이상） 48건

외국 요인 방문 수（각료급） 195건

외국 요인 방문 수（그 외） 268건

해외 프레스 회장 파견 약 75개국, 약 380미디어 기관, 약 1800명

1회째・자연의 예지 상（외관・내장） 금상, 한국・터키・필립핀・베네주엘라

2회째・자연의 예지 상（메시지성） 금상, 독일・멕시코・네델란드・안데스 공동관

심포지엄 개최 아이치 지구회의【지속 가능한 사회 창조】　7회 개최

관련 국제 회의 어린이 환경 서미트 ２００５, 지구 평화 포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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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의 이해와 침투 여부
각 항목 별 입장을 통해 느낀 비율

10대 입장객 조사 일반 입장객 조사

첨단 기술을 실감, 이해도 94.50% 87.20%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실감, 이해도 93.00% 84.80%

국제 사회를 실감, 이해도 93.10% 83.20%

시민 참가를 실감, 이해도 88.90% 71.50%

아이치 엑스포 관람 후, 생각과 행동의 변화

영향을 받았다 95.40% 84.50%

행동을 의식했다, 실제로 행동이 변했다 58.60% 70.30%

지식 습득,학습 의욕이 높아 졌다 36.80% 14.20%

변함이 없다, 모르겠다 4.60% 15.50%

테마를 구체화한 영역의 인상도

인상 깊었다 국제 교류68.6% 첨단 기술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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