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熊毛地域の概況 

  平成２３年３月 

 鹿児島県熊毛支庁 
鹿児島県 

国土交通大臣杯 第３回全国離島交流中学生野球大会 

 （平成２２年８月１８日～２１日） 



ここに平成２２年度版「熊毛地域の概況」を刊行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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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面積は９９５ｋ㎡，県土面積の１割強，県の全離島面積の約４

割を占めております。 

種子島は，細長く平坦な島で，我が国の歴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

た鉄砲伝来の地であり，また，我が国唯一の実用衛星の打ち上げ基

地がある島です。 

屋久島は，九州最高峰の宮之浦岳などの高峰がそびえる円形の

山岳島で，平成５年１２月に，我が国で初めて世界自然遺産に登録さ

れた島です。 

 

本書は，このような熊毛地域の自然環境，人口，経済・産業，教

育・文化など各般にわたる統計資料を総合的かつ体系的に集録し，

熊毛地域の現状と推移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す。 

本書を行政，企業運営，学術研究あるいは各種計画立案等の基

礎資料として御活用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終わりに，本書の刊行にあたり，御協力いただきました皆様に深く感

謝を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今後とも御指導，御協力を賜りますようお

願いいたします。 

 

 

平成２３年３月 

 

                  鹿児島県熊毛支庁長  宮野 豊稔 

■はじめ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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