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로③  기획전시실 
  환경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미나마타 시민의 여러가지 
대처에 대한 패널이나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당시의 환자나 
고기잡이 풍경 등의 사진,환자들이 천에 쓴 주옥의 말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로②  상설전시실 
  코너 마다 패널이나 모니터,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거로운 살림이…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사라누이 해. 미나마타병 발생이전의 어업이나 
풍요로웠던 바다에 대해서 증언인은 말한다… 

■일본은 공업화에 의해 세계의 선진국을 노렸다  
작은 마을이었던 미나마타가 짓소공장과 함께 공업도시에발전해 

나갔다… 
■미나마타병의 징후가 있었다 

1950 년대 전반에서 물고기가 뜨거나 고양이가 미쳐 죽는 등 무서운 
일이 계속했다… 
■드디어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1956 년 원인이 모르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나 어부들의 생활은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짓소공장의 폐수가 원인인 의심이 
강한게 되었다. 짓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국가나 현이나 
공장폐수의 규제는 하지 않고 공장폐수는 계속 흘리고 바다의 오염은 
계속했다 …  
■정부가 공해병이라고 인정했다  

1968 년 미나마타병의 발생에서 12 년이 지나고 마침내 국가는 

‘미나마타병은 짓소 미나마타 공장의 폐수가 원인으로 발생한 공해병’인 
것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짓소나 국가, 현을 상대로 재판이나 자주교섭을 하고 
사죄와 구제룰 요구하고 계속 사웠다.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나 현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싸움은 
장가화했다. 그 때문애 앞으로 일체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정부의  

해결안에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동의했다 … 
■메틸수은은 이렇게 바다로 흘렸다. 

어패류를 먹어서 메틸수은은 몸에 들었다   
  메틸수은이 공장폐수와 함께 바다로 흘린 후 먹이사슬에 
의해서 어패류에 높은 농도로 축족되었다. 오염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어촌에서는 잡인 물고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먹고 잇따라 비극이 발생했다… 
■미나마타병의 증상 -원인규명에 고양이가 사용됐다- 

짓소에서는 고양이에 공장폐액을 주는 등의 실험에 의해서 
미나마타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되어 있지만 그 사실은  숨겨서 
계속해서 공장에세 폐수를 흘려서 피해확대를 초래했다. 기타 몸으로의 
수은 축적량과 증상의 관계 등 
■어른도 어린이도 발병했다.배 속 아이에게도 영향이 
  소아,성인미나마타병과 태아성미나마타병에 대하여 미나마타병은 
메틸수은 중독증이며 몸 속에 들고 축적한 메틸 수은에 의해서 뇌의 
중추신경이 상한다.손발의 감각장애, 떨림,저림,시야협작,난청 등 여러 

증산이 나타난다. 게다가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수은이 
축적하고 태어나면서 미나마타병에 걸리는 태아성 미나마타병환자의 
발생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발생했다… 

■교훈은 활용되지 않았다 -세계의 유기수은 중독- 

  니이가타 미나마타병이나 세계각지로 발생하는 유기수은 중독의 
사례를 소개.  

■오니를 처리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미나마타병 인정제도나 미나마타병 대책의료사업의 소개 
 *미나마타병의 의료과 연구 미나마타만 공해방지사업의 소개  

순로① 

  영상전시실   

   ‘미나마타병의 즐거리’를 

대형스크린으로 상영 

  (상영시간 16 분) 

입관하실 때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증언인실 
증언인에서 미나마타병의 비참한 체험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생활 미나마타병의 증상, 
주위에서의 차별,편견 등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합니다.  (10 명이상의 단체 무료.예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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