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平成２１年版

秋田県勢要覧

Ⅰ　県 勢 編　

調 査 統 計 課



秋田県のシンボル／県章・県旗・木・花・魚・鳥

秋田県章秋田県章秋田県章秋田県章・・・・県旗県旗県旗県旗
(昭和34(1959)年11月3日告示)

　秋田の｢ア｣を図案化したもので、県の発展するすがたを表しています。

県県県県のののの木木木木「「「「秋田秋田秋田秋田すぎすぎすぎすぎ」」」」 県県県県のののの花花花花「「「「ふきのとうふきのとうふきのとうふきのとう」」」」
(昭和41(1966)年制定) (昭和29(1954)年制定)

県県県県のののの魚魚魚魚「「「「ハタハタハタハタハタハタハタハタ」」」」 県県県県のののの鳥鳥鳥鳥「「「「やまどりやまどりやまどりやまどり」」」」
(平成14(2002)年12月6日制定) (昭和39(1964)年制定)

県のキャラクター「スギッチ」

　平成19年に開催された秋田わかすぎ国体・秋田わかすぎ大会のマスコットとして、両大会を

大いに盛り上げ大成功に導きました。その親しみやすさで、県民のみならず全国の方々からも

愛される存在となりました。

　現在は秋田県のマスコットとして県職員になり、秋田県のＰＲや県政の広報、県民の元気を

応援する活動をしています。

　水深約２５０メートルの海
底で育ち、初冬に産卵のため
沿岸にやってきます。

　キジ科の鳥で、おもに県内
の内陸部の山地に住んでいま
す。

　美しい木目と強い材質が特
徴です。日本三大美林の一つ
に数えられています。

　ＮＨＫが郷土の花を募集し
たことがきっかけで秋田の花
に選ばれました。
　別名「バッ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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