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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毛地域は，種子島，屋久島，口永良部島及び馬毛島の４島からなり，温

暖な気候と優れた自然に恵まれ，人情豊かな地域です。 

 

種子島は，我が国の歴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鉄砲伝来の島であり，ま

た，我が国唯一の実用衛星打ち上げ基地のある宇宙科学先端の島で，さら

に，全国でも有数のサーフィンの島です。 

 

屋久島は，世界的に貴重な屋久杉の原生林の島で，我が国で初めて世

界自然遺産に登録された島であり，九州最高峰の宮之浦岳(1,936m)などの

高峰がそびえ，亜熱帯植物から高山植物までの垂直分布がみられ，特異な

生態系を構成している島です。 

 

このような地域の特性を生かしながら，活力と魅力あふれる個性豊かな地

域を創造し，共生・協働の理念のもと「力みなぎる・かごしま」を実現するため，

関係機関・団体と連携して，道路港湾等の交通基盤の整備や，農林水産業

の振興，観光の振興，福祉・医療の充実，自然環境の保全等に努め，恵み

豊かな地域づくりを進めています。 

 

このたび，多くの方々の御協力をいただき「熊毛地域の概況」を作成しまし

たが，この冊子が，熊毛地域を知っていただくための総合的基礎資料として広

く御活用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終わりに，本冊子の作成に当たり，貴重な資料を提供していただきました

方々に対し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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