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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田県章・県旗
(昭和34(1959)年11月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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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県の木｢秋田すぎ｣ 県の花「ふきのとう」
(昭和41(1966)年制定) (昭和29(1954)年制定)

県の魚「ハタハタ」 県の鳥「やまどり」

(昭和39(1964)年制定)

秋田県の記念日のいわれ
（昭和40（1965）年制定）

秋田県のキャラクター「スギッチ」

　平成19年に開催された秋田わか杉国体・秋田わか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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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0（2008）年12月には、その活動が認められ主任に昇任しま

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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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成14(2002)年
12月6日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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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治４年７月１４日（旧暦）の廃
藩置県によって“秋田県”が誕生し
たことを記念して、７月１４日を新
暦に換算した８月２９日を県の記念
日として制定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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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この統計表は、平成24年までに公表され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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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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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田 県 勢 要 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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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