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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市町村勢編

Ⅲ　都道府県勢編

1 　この統計表は、平成21年及び22年の資料を中心に掲載しました。
　表中「年度」とあるのは会計年度（４月から翌年３月）、「年」とあるのは暦年（１月から１２月）
　を指し、「年月日」は、その期日現在の実績を示しています。

2 　この統計表中の符号は次のとおりです。
　　〔０〕表意単位に満たない場合
　　〔－〕該当数字のない場合
　　〔…〕不詳または資料のない場合
　　〔×〕数字が秘匿されている場合
　　〔△〕比較減を表す場合

3 　一部の統計表については、数字の単位未満は切り捨て、あるいは四捨五入していますので、総数と
　内訳の数字の合計と一致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

4 　掲載資料の出所については、各表の下欄に記入しました。
　さらに詳細な数字が必要な場合は、出所先へ照会してください。

ご利用にあたって



秋田県公式ＷＥＢサイト

 美の国あきたネット
 http://www.pref.akita.lg.jp

　美の国あきたホーム＞組織別案内＞企画振興部＞調査統計課

　↑こちらから県勢要覧のデータを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秋 田 県 勢 要 覧
平 成 24 年 版

平成 24 年 3月　発行

編　集 秋田県企画振興部調査統計課

〒010-8570

秋田市山王四丁目一番一号

TEL     (018) 860 - 1251・1253

FAX     (018) 860 - 1252

E-mail　toukeika@pref.akita.lg.jp

｢政府統計｣のロゴマーク  
 日本列島と日章旗をイメージし
たデザインから、国の統計調査で
あることを表現しています。また、
棒グラフをイメージしたデザイン
から、「統計」であることを表現
しています。  
 
｢統計の日｣のいわれ 
 日本で最初の近代的生産統計
「府県物産表」に関する太政官布
告が公布された明治３年９月24日
を、太陽暦に換算した10月18日を
「統計の日」としています。 
 この「統計の日」は、国民の皆さん
に、統計の重要性に対する関心と理
解を深めていただき、統計調査に対
してより一層の御協力をいただくため
に定められま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