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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Minamata disease was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of worldwide notoriety that occurred in

Japan. The acknowledged patients total roughly 3,000, and the relieved victims currently include 77,099 cases.

Still, many cases await acknowledgment or relie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ssue is an environmental health

catastrophe that took place in Korea. Over 9.98 million products spanning 43 brands of humidifier disinfectant

have been sold and 835, cases have been recognized to date as relevant victims by the government. So far, 2,144

cases have been relieved by the fund of the producing companies. Four million consumers and 560,000 victims

are estimated. Finding hints as to how to develop solutions in terms of fact-finding and prevention a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Methods: Fields visits, interviews, and workshops as well as reference reviews have been conducted. A

comparison was attempted to sho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isasters on 38 items.

Results: Apparent similarities in the two disasters are the failure of industrial safety measures and governmental

safety systems as well as relief systems for the victims. No comprehens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for all

of the affected areas in Japan and all of the consumers in Korea. Both governments have tried to hide the faul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ies and minimize the scale of the victims. Only after the government was

changed through a general election did the new governments apologize and attempt to find political and social

solutions through special relief laws.

Conclusions: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in the beginning, debates took place regarding the cause and the

heath damages involved. For both, medical and toxicological relations are the keys while afterward finding a

social solution became the subsequ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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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최초 발병부터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과정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상당히 유사

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나마타병은 특정기업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

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

사는 100개가 넘는 기업이 관련되어 40개 이상의 생

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 전국의 불특정 다수가 피해

를 입은 사건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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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11년의 후쿠시마 핵참사가 추가됐지만,

2011년 이전에 일반인들에게 환경문제를 소개할때

혹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세계 3대 환경사건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면 1956년 일본 미나마타병, 1984

년 인도 보팔참사,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의 세가

지를 꼽았다.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미나

마타병 하면 ‘일본’, ‘수은’ 정도의 단어를 떠올린다.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생물농

축’, ‘메틸수은’, ‘공장폐수’, ‘태아성 미나마타병’과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다.

공해백화점이라고 불리던 울산과 인접한 공단이

온산이다. 1993년 미나마타병 전문가인 하라다 마사

즈미 박사가 온산병 문제와 관련해 온산에 살던 주

민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수은오염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2004년에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란 주제하에 열었던 환경보건 국제심포지엄에서 하

라다 마사즈미 박사는 ‘환경문제는 어머니의 자궁에

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하며 태아성 미나마타병 문

제를 소개했다.1)

2011년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

련하여 건강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추어 지구촌

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보건 사건인 일본의 미나

마타병이나 독일의 탈리도마이드사건 혹은 인도의

보팔참사와 비교하곤 했다. 1956년 첫 사례가 보고

된 미나마타병 문제는 2019년 올해까지 63년이 흘

렀다. 2017년에는 유엔에서 수은에 관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국제협약’이 발효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미나마타병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

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문이다. 63년의 세월동안 미나마타병 문제에 대해

일본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왔고 해결되어 왔는가, 여

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점은 무엇

인가, 학술적으로는 미나마타 병에 대해 어떻게 보

고되어 왔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법을 통해 진상

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도출해내며 나아

가 유사한 참사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노력에 시

사점을 얻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참사의 경우 2019년 현재 관련 질환의 범위

와 인정기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미나마

타병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참고했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9년2월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과 미

나마타 현지에서 열린 ‘제3회 환경피해에 관한 국제

포럼’과 이어서 열린 ‘미나마타병과 가습기살균제참

사 한일 워크숍’에서의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Fig. 1). 기존의 관련 문헌연구와 일본현지 환

경 및 지역사회연구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2019년 2

월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구마모토

현청의 미나마타병 관련 2개과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와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구마모토학원대

학의 미나마타학연구센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관련자료를 참고했다.

두 사건의 시간별 전개과정을 주요내용을 중심으

Fig. 1. The workshop poster on Korean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Japanese Minamata

disease held 2019 February in Minamata City, Ku-

mamoto prefecture, J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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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해서 그림으로 비교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 민형사상의 법률적 관계, 정부의 대응과 피해

자의 대응,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두 사건의 흐름

은 매우 복잡해서 사건의 전개를 쉽게 비교할 수 있

도록 했다. 특히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미나마타병의

경우 일본 신문에서 소개한 그림을 인용해 보완했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

회에서 만든 피해규모에 대한 그림을 인용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리고 38개의 비교 아이템을 선정해 두 사건을 자

세히 비교했다.3) 비교 아이템은 발생장소, 발생년도,

발병원인, 원인자, 피해자, 피해내용, 직업증거, 피해

규모, 동물피해, 사건발생후 피해확대방지대책, 원인

규명후 피해자찾기, 피해신고 급증계기, 피해신고 안

한 이유, 피해인정(보상), 피해인정(구제), 초기 판정

기준, 최종 판정기준, 비특이적 질환문제, 판정기준

변화원인, 다른원인 주장, 기업측 책임회피, 과학의

실패, 의학의 실패, 청부과학의 문제, 정부의 실패, 피

해자단체 및 활동, 제도변화, 관련 정부기관, 관련 민

간기관, 사회교훈, 국제교훈, 남은 문제점, 특징 등이

다. 이렇게 자세히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해보니 내

용이 많았고 쉽게 비교해보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

았다. 따라서 별도로 두 사건에 대해 초기, 중기, 후

기로 시기를 구분해 문제해결의 7가지 단계별로 간

단히 비교했다. 이 비교는 기업과 정부를 시기별로

나누어 3단계 기준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교훈과 국

제적 교훈은 기업과 정부 구분없이 종합평가했다.

미나마타병의 해결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포털사이트 구글학술검색에서 일본어 키워드 ‘水俣

病’로 검색하여 관련도 순으로 정리되어 나온 자료

를 분석했다.

III. 결 과

1. 두 사건의 주요 경과 비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두 환경보건사건의 전개를 중

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Fig. 2). 미나마타

병의 경우, 1932년 신일본질소(칫소) 미나마타공장

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생산을 시작했는데 10년 후인

1942에 미나마타병 의심사례가 나왔다(물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다). 1950년부터는 칫소공장에서 아세

트알데히드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어 1954년

경 바닷가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이 소리지르고 춤추

는 듯이 날뛰며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소위 ‘미친

고양이 사건’4)이 발생한다. 1956년 5월1일 첫 환자

가 보고되었다.5) 이 여아는 3년전인 1953년 12월15

일 5세때 발병했다. 칫소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생

산을 시작하고 공장 폐수를 방류한지 34년만의 일

이다. 그해 11월 구마모토대학 의학부는 ‘어패류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 중금속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았다. 3년이 흐른 1959년 구마모토대학 의학부는 메

틸수은중독이 원인이라고 공식 보고했지만 정부가

주민의 건강피해발생과 칫소공장과의 관계를 공식

인정한 건 다시 9년이 흐른 1968년이었다. 첫 환자

가 보고된 후 12년만이었고 구마모토대학 의학부가

원인을 밝힌지 9년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 1961년

태아성 미나마타병 사례가 보고되었고, 1964년에는

니가타현의 아가노강 유역에서 제2의 미나미타병인

‘니가타 미나마타병’이 발생했다.6) 1969년에 처음으

로 구마모토 미나마타병 환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

했고 1971년 승소했다. 1973년에는 국회에서 공해건

강피해보상법(공건법)이 공포됐다. 1977년 정부가 인

정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는 첫환자가 보고된지 21년

만의 일이었고 원인이 밝혀진지 18년만의 일이었으

며 정부가 칫소공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지 9년만

의 일이었다. 1978년 정부는 미나마타 현지에 국립

미나마타연구센터를 세웠고 1979년 칫소공장 사장

과 공장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1987년 구마모토 법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정부(사회당)로 바뀐 1995

년에 소위 1차 화해가 이루어져 국가의결로 정치적

해결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살아있는 동안 구제를’

이란 구호하에 환자단체들이 전개한 항의활동의 결

과였다. 그러나 1차 화해에서 구제되지 못한 피해자

가 속출했고 2004년 최고재판소의 정부책임 판결을

거쳐 1차 화해후 15년이 지난 2010년에 두번째 정

치적 해결인 2차 화해가 이루어졌다. 2009년 하토야

마 내각으로 정부구성이 바뀐 다음 해의 일이다.

2010년5월 미나마타에서 열린 피해자 추모행사에 사

건 발생이후 처음으로 일본총리가 참가해 정부를 대

표해 사죄했다. 2013년 최고재판소는 ‘단일증상과 경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미나마타병 사건의 비교 고찰 329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9; 45(4): 326-339

증피해도 미나마타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폭

넓게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유엔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국제협약’을 발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4년11월 SK케미칼

(당시 유공)이 처음으로 액상으로 가습기 물통에 섞

어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출

시했다. 살균성분은 CMIT/MIT였다. 이듬해인 1995

년 제품 사용자 중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2011년

이후 신고된 사례 중에서). 2001년 영국의 레킷벤키

저(RB)가 동양화학의 옥시를 인수해 옥시 RB를 세

웠고 기존의 옥시제품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의 성분을 PHMG로 바꿨고 2011년까지 415만개를

판매했다. 2006년경부터 겨울과 봄철에 원인미상의

소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했지만 원인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4월 25일 서울아산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족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급성산

모폐손상 사망사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4개월뒤인 2011년 8월 31일 정부는 가

습기살균제가 산모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역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고 제품을 강제회수하지 않고 사용하

지 말라고만 권고했다. 2개월여 뒤인 2011년 11월

11일 정부는 옥시 RB의 뉴가습기당번, 롯데마트 PB

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삼성과 테스코가 만들어

판 홈플러스의 PB 가습기청정제, 세퓨 등 6개 제품

에 대해 강제회수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도 사용하

지 말것을 권고했다. 첫 제품이 판매된후 18년만의

일이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4월에 피해신고자

들에 대한 첫 판정이 나왔다. 2016년 검찰의 1차 수

사가 진행되어 19명이 기소되었고 2018년초 대법원

이 15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2016년 검찰의 소환수

사 직전에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옥시RB가

각각 사과했다. 2016년 4월부터 옥시제품 불매운동

이 전개되었고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국회에서 국

정조사가 진행되었다. 2017년 초 새로운 정부(더불

어 민주당)로 바뀌었고 2017년 8월 8일 문재인대통

령이 피해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다.

2017년 8월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

시행되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

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대책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2019

년7월 검찰은 2차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 16명,

애경 8명, 이마트 3명, GS 1명 그리고 환경부 1명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중 8

명은 구속되었다.

Fig. 2. A comparison of main events time flow of Minamata disease and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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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사건의 피해규모와 구제현황 비교

Fig. 3은 미나마타병과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잠재적

피해규모와 실제 신고 및 피해가 인정된 숫자를 비

교한 것이다. 미나마타병의 경우 아사히신문의 기사

에 소개된 표 아래쪽에 구마모토 미나마타병이 발생

한 시라누이 해역에 거주했던 20만명과 아가노강 유

역 거주자 수 만명의 잠재적 노출인구를 추가했고,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발간한 브

로숴의 피해규모 이미지에 최근까지의 신고 및 인정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현황을 추가한 것이다. 구마

모토현청의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전체 인정환자는 약 3천명이고 1,2차 화해에 의한

구제인정자는 77,099명에 이른다. 구마모토에서의 인

정자는 2,282명(이중 85%인 1,934명은 이미 사망했

다)이고 니가타에서의 인정자는 704명이다. 태아성 미

나마타병 전문가 하라다 마사즈미 박사는 미나마타

병 발병 당시 시라누이 해역 인근에 거주한 주민은

약 20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정받

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어 여러건의 민사소송 및 행

정소송이 진행중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환경부

가 2016년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

모 추산연구에 따르면 제품사용자가 약 400만명이

고 이중 49~56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4만여명은 중증피해자로 추산된다. 2019년 7월 19일

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476명이고 이중 22%

인 1,421명은 사망자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로 인정한 사례는 835명이고 피해구제특별법에 의

거해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

제대상은 2,144명이다.

3. 30개 세부항목별 비교

Table 1은 38가지 비교항목별로 미나마타병과 가

습기살균제 참사를 비교한 것이다.

4. 미나마타병에 대한 일본 학술보고 분석결과

일본어 검색 결과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학술 논

문과 서적을 포함해서 총 6,260건의 자료 중 관련도

가 높은 순으로 나열한 116건(이 중 서적 46건) 중

60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마모토대학 의학부가

중심이 되어 저술활동을 한 것은 별도로 살펴보았다.

Fig. 3. A comparison of scales of exposure population, relieved victims of Minamata disease (Asahi newspaper- added red

color part, 2010)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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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arison by 38 items between Minamata disease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비교항목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 참사

1 발생장소

일본 구마모토현 시라누이해역(어패류 

판매경로따라 타지역으로 피해확대, 구마

모토 미나마타병),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

역(니가타 미나마타병) 등 2곳

한국 전역, 가정 안방, 사무실, 병원, 군대 

등, 일부제품 미국 중국 등지에서 판매(미

국 LA교포 사망 등 피해자 발생)

2 발생년도

구마모토: 1932년 공장가동(2019까지 87

년), 1942년 첫 의심사례, 1956년 첫 환자

보고(2019년까지 63년), 1968년 정부 인정 

및 폐수방류중단,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 

나옴, 니가타: 1964년 첫 환자보고 

1994년 첫제품출시(2019년까지 26년), 

1995년 첫 사망자(신고자중), 2011년 정부

역학조사로 원인밝히며 사건 알려짐(상

대위험비 47.3, 2019년까지 9년차), 

3 발병원인

1932~1968까지 36년동안의 수은 함유공

장폐수방류: 수은(Hg), 메틸수은오염의 

생물농축 어패류 섭취, 공해병, 1955년 대

량생산과 1958년 폐수방류구 변경으로 피

해확산, 1968년 생산중단까지 오염계속 

1994~2011까지 18년동안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용: CMIT/MIT 8개, PHMG 4개, 

PGH 2개, BKC 2개 등 사용한 43종 이상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998만개이상 판매사

용, 환경성질환, 이중 가장 많이 판매된 옥

시레킷벤키저 2001년 PHMG로 성분변경 

판매확대

4 원인자

구마모토: 신일본질소(칫소) 아세트알데

히드 공장, (현재 가동중), 니가타: 쇼화전

기, 대기업과 정부 자치단체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케톡스 등 

5개 유럽기업과 SK, 롯데, 이마트, 애경, 

삼성, GS, LG 등 국내기업 등 30여 제조판

매기업, 대기업과 정부부처(환경부,산업

부,복지부 등)

5 피해자 지역주민 소비자 

6 피해내용

시라누이해역과 나가노강 유역의 생태계 

오염, 어패류 섭취 주민 중추신경 마비(전

신, 부분), 언어청각 기능상실, 시야협착, 

손과다리 마비,운동실조 등, 사망, 태아성 

미나마타병

폐질환, 사망, 피부질환, 간독성, 심장질환, 

천식 폐렴 등 비특이적질환, 만성질환 등, 

영유아/산모/노인 피해 집중, 태아노출피

해(인정질환 확대중)

7 직접증거
모발및혈액수은농도(일부), 발병당시 수

은노출 증거없음(다수)

제품보유,구매영수증,사진(일부), 사용증

거 없음(다수), 일관된 진술로 사용인정

(단 대다수가 대형할인마트 이용해 판매

기록으로 확인가능)

8 피해규모

구마모토: 잠재적 피해자 구마모토 시라

누이해역 주민 20만명, 니가타: 아가노강 

주민 수만명

2019년7월19일까지 6,476명 피해신고(사

망자 1,421명), 잠재적 피해자 29만~226만

명 추산, 제품사용자 350만~1천만명 추산, 

9 동물피해
물고기떼죽음, 까마귀, 고양이, 개, 돼지 

등 이상행동 폐사 “미친고양이사건”

고양이,개 등 반려동물 피해확인(사람과 

같은유형의 폐섬유화 확인)

10
사건발생후

피해확대

방지대책

피해확대금지조치 실패: 1956.5 첫피해보

고 → 1956.11 구마모토대학 어패류통한

인체중금속 원인밝혔지만 조치없음 → 

1957.7 구마모토현 어패류판매금지방침 

관철 → 1957.9 후생성 식품위생법 부적용

결정 → 1958.9 폐수 배수구 미나마타강 

하루로 변경해 오염확산시킴 → 1958.12 

수질보전법 배수규제법 제정했지만 칫소

는 대사에서 제외 → 1964년 니가타 미나

마타병 발생 → 1968.5 칫소 아세트알데히

드 제조중단 → 1974.10~1997.8 마나마타

만 칸막이망 설치(작은어류는 통과 한계), 

오염해역 일부 매립 

피해확대금지조치 부족: 2006년 겨울철에 

원인미상 어린이 중증 호흡기질환자 발생 

및 사망했지만 원인 못 밝힘 → 2008년 전

국규모 유사사례 조사했지만 원인 못 밝

힘 → 2011.8.31 정부 역학조사로 원인발

표했지만 제품수거안하고 사용중단 권고

만 → 2011.11.11 6개 제품 위해확인 사용

중단 수거명령 나머지제품은 사용중단 권

고 → 2012년 상반기까지 제품 회수(그러

나 2014년까지 일부 제품 판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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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비교항목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 참사

11
원인규명후

피해자찾기

전수조사없음(원인규명후 10년지나서야 

오염주민건강조사 → 중간에 종료, 2009

년 특조법에 역학조사 명시했으나 조사방

법을 둘러싼 논쟁만 계속됨), 기업측 피해

자조사 전혀안함, 정부측 소극적 신고만 

받음, 추가인정안함, 기업도산우려, 정부

부담우려

전수조사없음(원인규명후 3년지나 2014.4 

첫 판정→피해신고종료반복→이후 단순

피해신고접수만 계속, 2018년말부터 특조

위 피해자찾기 시작), 기업측 자사제품사

용피해조사 전혀안함, 정부측 소극적 신

고만 받음 

12
피해신고

급증계기

1973년 1차 판결승소 및 공해건강피해보

상법 공포, 1995년과 2010년 정치적해결 

시점

2016년 검찰수사로 최대이슈화, 한해동안 

3천명이상 신고, 4-5월 각 1천명신고 

13
피해신고 안한

이유

미나마타시가 칫소중심 기업도시로 피해

자 사회적왕따, 낙인분위기, 타지역 이주 

홍보부족(신고받는줄 모르거나 제품증거 

없으면 신고못한다고 생각), 제품사용여

부 기억못함, 가해자의식(내가 제품을 구

입했기 때문에)

14 피해인정(보상)

2019년1월현재 약3천명(구마모토2,282명-

85% 사망, 태아성환자60명, 니가타704여

명, 구마모토현 거주자는 681명이고 최근 

4년간 4명만 인정됨),

2019년4월5일까지, 정부인정자 810명(정

부가 선구제하고 제조사에 구상권 후청구, 

제조사는 일부에만 배상)

15 피해인정(구제)

환자와 피해자를 구분: 1995년 1차 정치적

구제 12,374명, 2010.5~2012.7 2차 정치적

구제 65,000명(구마모토현 43,000명), (법

원판결에 의한 화해라고 표현하며 특조법 

제정으로 처리-제대로 피해구제않고 추

가환자없다고 선언한 미봉책이라는 비판

제기됨)

피해인정자(구제급여대상)와 특별인정자

(구제급여상당)으로 구분: 2019년7월10일

까지, 기업기금 특별구제계정인정자 

2,144명

16 형사책임

1975.11 칫소 사장,공장장 업무상과실치

사 고소 → 1979.1 1심 유죄 → 1988.2 최고

재판소 유죄확정(집행유예,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처벌된 책임자 없음)

2012, 2013, 2015, 2016, 2018년 피해자 및 

시민단체 4차례 고발 → 2016년 검찰수사

로 대학교수2명 8개업체(옥시RB, 롯데, 

홈플러스, 세퓨 등) 모두 19명 기소(2017 

대법 15명 유죄확정, 1명 무죄 확정, 1명 

대법계류중, 14명 감옥실형), 2019년 검찰 

재수사로 34명기소(SK16, 애경8, 이마트3, 

GS1, 필러물산2, 퓨엔코2, 환경부1 등,

이중 8명 구속) 

17 민사소송

1967년 니가타, 1969년 구마모토 민사소

송(1971년1심승소), 1976년 부작위 위법소

송승소등 → 2004~2013 최고재판소 승소, 

2005년 노모아미나타마 소송(원고1159명) 

→ 2019년2월 현재 구마모토현에서 행정

소송7건, 손배민사 6건, 인정요구 2건 진

행중

기업상대 20여건중 일부 1심 승소, 나머지 

1심 계류중, 정부상대 1심 패소 2심 계류

중, 2019년3월7일 천식인정자 옥시상대 

민사소송제기 

18 기업사과
1973년 법원판결 및 공건법 제정되자 칫

소공장장이 사과 

2016년 4월 검찰수사앞두고 롯데, 옥시, 

홈플러스 사과, 2019년 검찰재수사로 8명

구속,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SK, 애

경, 이마트 등 다른 기업들은 사과 및 책임

표명 안함 

19 정부사과

1995년 1차 정치해결, 2010년 2차 정치해

결, 2010.5 하토야마 총리 사죄(1968년 정

부인정후 42년만에) → 정부 바뀐후 사과 

2016 국회 국정조사 정부잘못 일부확인되

었지만 사과안함, 2017년8월8일 문재인대

통령 공식사과(2011년 정부발표후7년만

에) → 정부 바뀐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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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비교항목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 참사

20 기업부담

1973년 공건법에 의한 원인자부담, 2009

년 2차화해때 칫소에서 JNS로 분사하고 

칫소가 보상전담케 함(이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좁히고 정부에서 채권으로 지원해 

면책하는 것이라고 비판됨) 

정부판정에서 피해인정사례 일부 배상, 

정부판정 불인정자 및 구제급여상당지원

자에 대한 지원위해 2018년 시행된 피해

구제법에의거 기업별 판매량비례 특별구

제기금 1회 1250억원 납부받아 특별구제

계정 기금조성(1회성으로 면죄부라고 비

판됨)

21 초기 판정기준

1971년 노출중심의 폭넓은 역학적기준(공

건법) → 1977년 의학기준 중심의 좁고 엄

격한 국가인정기준(감각장애와 시각장애 

등 복수의 증상이 나타나야 인정)

2011년 급성 폐질환(말단기관지+소엽중

심성+간유리음영+폐섬유화) → 매우좁고

엄격함

22 최종 판정기준

2013년 최고재판소 판정기준확대; ‘단일 

증상의 경우 미나마타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정기준확대연구 진행중; 정부인정질환

(폐손상2014, 태아2017, 천식2017 등), 기

업기금 특별구제계정 인정질환(폐질환, 

성인/ 아동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폐렴 등 2018)

23
비특이적

질환문제

손발저림 등의 현상이 당뇨병의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일 수 있다며 불인정해 쟁점

천식, 폐렴, 비염 등이 다른원인에 의해 발

병될 수 있다며 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인정기준을 

적용해 극히 일부만 지원해 쟁점 

24
판정기준

변화원인

법원판결, 2009년 대검진, 전국적 피해자

운동과 시민운동(노모어 미나마타 운동 

등) 

피해자운동, 환경보건운동 및 옥시불매운

동, 2016년 검찰수사로 제조사 비리드러

나 큰 사회문제화, 국회 국정조사, 피해구

제법 시행후 인정기준확대 및 특별구제계

정 지원실시, 빅데이터 분석 

25 다른원인 주장

유명대학교수들이 망간, 탈륨, 세레늄 등 

다른중금속설, 아민설, 2차대전 폭약설 등 

주장 

옥시측이 민사소송과정에서 황사원인 등 

주장 

26 기업측 책임회피

1959년12월30일 피해자들의 농성에 합의

하면서 책임인정아닌 위로금이라고 주장

(나중에 법원이 불법으로 확인)

2013년11월 쉐커라파카 옥시 RB 사장이 

국회에서 책임인정아닌 기부금 50억원 내

놓겠다고 발언, 2019년 SK케미칼도 책임

인정아닌 치료비 지원하겠다.

27 과학의 실패

칫소공장장이 공학자인데 폐수방류에 대

해 의심안함(미야모토 겐이치 교수 2019

년2월 국제포럼 발언)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케톡스 등 

5개 유럽기업과 SK, 롯데, 이마트, 애경, 

삼성, GS, LG 등 국내외 대기업 등 30여 제

조판매기업, 정부의 연구기관(환경과학

원, 기술표준원, 산업안전공단 등) 및 관련 

학계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호흡독성 

위해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제품 

제조판매 

28 의학의 실패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및 질병과 수

은노출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함

(여러가지 다른원인으로 발병하는 비특

이적 증상과 질환의 문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가습기살균

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

함(비특이적 증상과 질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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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 참사

29 청부과학의 문제
일본화학협회 등과 연결된 동경쪽 대학의 

교수들이 구마모토대학의 연구결과 폄훼

1994년 첫 제품 출시때 유공측 서울대에 제

품안전시험 의뢰해놓고 결과나오기전에 

판매(1995년 보고서는 제품안전 확인못했

지만 연구자 문제제기 안함), 2011년 사건

발생직후 서울대 수의대학 조 모 교수, 호

서대 유 모 교수 등 옥시측 돈받고 요구대

로 실험결과 조작(형사처벌됨, 조 모 교수

의 경우 대법원 계류중이나 2019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작판단) 

30 정부의 실패
사전예방실패, 사후피해확산방지 실패, 피

해대책실패 

사전예방실패, 2006년경 원인파악실패,

피해대책실패 

31
피해자단체 및

활동

1971.11~1973 칫소공장앞 농성, 도쿄본사 

농성 및 교섭, 1972년 스웨덴 유엔환경회의 

증언, 2005년부터 노모어 미나마타 운동 

2012-2013 광화문 일인시위 200회 이상, 

2015.10-11 부산서울 자전거항의행동, 

2016-2017 수십회 제조사앞 등 기자회견과 

특별법 서명운동, 2018~2019 광화문,청와

대, 애경, 옥시앞 등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계속 

32 제도변화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공건법1973),

미나마타병특별조치법 제정(특조법2009)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제정

(2015),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특별법 제

정(2017), 제조물책임법개정(2017, 3배징벌

제도입) 바이오사이드법 제정(2018), 사회

적참사특별법 제정(2017)

33 관련정부기관

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 설립(1978), 환경

위생청, 구마모토현청( 미나마타병심사과, 

미나마타병보건과), 시립미나마타병자료

관 설립 등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센터(2017,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017,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참사특별

조사위원회(2018.12~2020.12)

34 관련민간기관

피해자의집(도미노이에, 환자상조회), 미

나마타병고증관, 미나마타포럼(1996~, 전

국순회 사진전시), 구마모토학원대학교 미

나마타학연구센터(2005~, 구마모토& 미나

마타현지연구센터) 등

환경보건시민센터(2011~),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2016~, 환경보건시민센

터/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한국여성소비

자연합/경실련/함깨 등), 가습기살균제참

사 집회기획단(2019), 서울대학교 가습기

살균제참사이후(2019) 등 

35 사회교훈

매년 5월1일에 추모식(1956년 첫피해사례 

보고일, 미나마타시가 환자단체와 실행위

원회 구성, 현이 재정지원, 현도지사 참여, 

니가타에서도 참여), 구마모토현 프로그램

(피해자가 초중고교 방문해 학생들에게 경

험나눔, 초5학년은 모두 자료관 방문, 국제

회의에 피해자 참가)

매년 8월31일에 추모행사(2011년 정부역

학조사 발표로 처음 사건이 알려진 날, 피

해자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회에서 추모식), 피해자 시민단체 매년 4

월 식목일즈음에 노을공원 피해자추모숲

에서 식수행사,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교

훈 프로그램 없음. 

36 국제교훈

UN국제수은협약(2013체결, 2017 발효, 미

나마타 현지에서는 일본정부가 피해해결

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이용

한다는 비판, 이 협약은 미나마타교훈으로

서가 아니라 UNEP이 수은관련 활동의 성

과라는 비판), 구마모토현청 미나마타병 사

건소개 외국어자료 구비(한글,영어,중국어, 

2020년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추가예정) 

2011년 각국정부에 사례전파되어 덴마크 

정부 PGH생산판매금지로 2개 기업 파산

함, 2015년UN인권이사회 조사 , 2015년과 

2016년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영국항의방

문, 2016년 국회 국정조사단 영국 레킷벤키

저 본사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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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에

공식 발견된 이후 원인규명은 물론 환자 인정, 배·

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학술자료들이 발표

되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마모토대학의학부

자료(일본어 논문 153편, 영어 논문 33편, 보고서 17

건)와 미나마타시협립클리닉 자료를 찾았다. 미나마

타시협립클리닉 홈페이지7)에는 미나마타병의 해결

과정을 발생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구

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

여기서 소개하고, 그 시기에 발표된 학술자료들을 소

개한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의학, 독성학 관련 논

문은 미나마타병 발생 초기에 원인규명을 위해 구마

모토대학 의학부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가

구마모토대학 의학부 홈페이지8)에 정리되어 있는 것

을 참고했다. 그리고 사회학, 법률, 인문, 기타 경제

(기업 책임)와 기타 의학 자료 등은 구글학술검색 결

과를 분석했다(Table 2).

IV. 고 찰

미나마타시협립클리닉 홈페이지에는 미나마타병에

대해서 의학연구의 흐름을 8개 시기로 구분해서 정

리하고 있는데,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의 자료와 구글

학술검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최대한 이 8개 시기에

맞추도록 노력했다. 구마모토대학의학부 미나마타병

연구반에서는 원인미상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1956년부터 현지조사와 실험실 분석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

하고, 그 성과를 1960년까지 구마모토의학회지에 별

책부록으로 총 9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 발생상황과 소아과학 관찰, 임상

Table 1. Continued

비교항목 미나마타병 가습기살균제 참사

37 남은 문제점

추가 환자발생 문제, 일부 피해자 소송진행

중, 사회적 교훈화(교육, 기업활동책임, 올

바른 피해대책 등의 제도화) 

피해자찾기, 국가책임인정, 기업책임처벌, 

건강피해인정확대(특히 폐손상 3-4단계 피

해자대책), 피해구제특별법 개정(피해기금 

확대), 민형사 징벌제도 도입 및 집단소송

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개

혁(스프레이 제품 등 유사피해예방), 사회

적 국제적 교훈화 

38 특징

지구촌 공해병의 대명사, 공해선진국 오명, 

2차대전 직후 일본산업화의 그림자(기업

범죄)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생활화학제품 

집단사망사건, 21세기 한국산업화의 그림

자(기업범죄)

Table 2. Papers and books on Minamata disease in Japanese until 2019 in the google academic search with 7 period and

10 academic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Period

1956-1964 1965-1973 1974-1984 1985-1994 1995-2003 2004-2012 2013-2019

Medical 3 10 11 4 10 5 -

Social - 4 2 8 16 14 6

Welfare - - - - 1 1 1

Legal - 1 - 5 1 1 1

Humanity - 1 - - 4 - -

Politics, economics - - - 5 3 3 1

History - - - 1 1 4 2

Statistics - 1 - 1 - - -

Environmental Engineering - - - - - 2 1

Education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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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찰, 병리학, 세균·바이러스학, 면역학, 약리학,

독성학, 일반검진과 설문조사, 항만의 오염상황, 까

마귀와 물새, 고양이, 동물실험 등 동원 가능한 의

학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59년부터 1960년

까지는 미나마타병 발생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고 그 성과를 학회에 발표했다. 1961년부터 1965년

까지 5년 동안은 구마모토의학회지에 15편의 논문

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1960년까

지 이루어진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수은이 농축되는

경로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니가타에서

제2의 미나마타병이 발병한 1965년부터 일본 전국

적으로 수은패닉이 일어난 1973년까지는 구마모토

의학회지에 31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니가타미나마타병의 경우는 원인 특정이 바로 가능

했던 만큼 니가타미나마타병 발생 초기에 발표된 논

문 수는 많지 않다. 이 시기에는 미나마타지역의 수

은 거동에 관한 연구, 체내의 수은 거동에 관한 연

구 등이 이루어지고, 특히 태아성 미나마타병과 선

천성 미나마타병을 밝히는 연구가 이 시기에 발표되

었다.

1995년 정치적 해결 이후 2019년 현재까지의 기

간은 사회학, 인문 등의 학술 자료가 눈에 띠게 많

아졌다. 미나마타 지역의 사회적 피해, 사회적 책임

과 피해구제, 지역재생을 주요어로 다루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지만 2012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국립미타마병종합연구센터(환경성)에서 발

표한 논문은 해수나 해저토의 수은 농도 변화에 관

한 내용을 조사,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9) 일

반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은 피해에 관한 사회학적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10) 법학 관련 논문은 모든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전면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내

용으로 파악된다.11) 사회학 분야의 학술자료는 우이

준 교수가 1968년 ‘공해의 정치학-미나마타병을 쫏

아서’를 펴낸 것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저

서에서 다수의 미나마타병 환자 및 관계자와 접촉한

사례를 기초로 공해운동론을 역설하였다. 그 주요 내

용은 1) 공해는 처음에는 약자층에게 나타난다, 2)

공해에 제3자는 없다, 3)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

민이 전문가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 4) 기존 조직

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조직의 느슨한 연합이 유효

하다 등으로, 일본의 공해반대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나마타병 연구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하라다 마사즈미 교수도 의

학자이면서 사회학적 관점의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

표하였는데, ‘미나마타병(1972)’, ‘현재 미나마타병의

문제점 그 배경과 역사(1977)’, ‘미나마타병은 끝나

지 않았다(1985)’ 등이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제

대로 진단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를 17년만에 각

하한 사례를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환

경병적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회의학적 연구

를 발표하기도 했다.12)

인문학적 문헌의 경우 학술자료는 찾아보기 어렵

지만, 비교적 초기인 1969년 출판된 이시무레미치코

의 ‘고해정토’가 유명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증언을

소개하는 출판물이 주류를 이룬다. 피해자가 직접 저

술한 피해자 운동기록으로는 ‘영원한 배를 저어서:

미나마타병 개인사(오가타마사토, 쯔지신이치 공저,

1996)가 있고, ‘증언 미나마타병(구리하라 아키라,

2000)’ 등이 있다. 특히 문헌검색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이 1988년과 2011년 발표되었는데, 발생 당시

인 1956년에 문헌검색을 충실히 했다면 이미 1920

년대 유럽에서 확인된 수은중독으로 인한 건강피해

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3,14)

미나마타병 해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

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있다. 미나마타병의 경

우 초기부터 약 4년간에 걸쳐 의학자, 사회학자, 법

률가, 주민운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청부과학

의 방해를 뚫고 원인미상의 질환을 밝힐 수 있었다.

1960년까지 학회지에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사회

적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의 1995년의

정치적 해결과 2004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사회학과 법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나마타병에 관한 논문과 저술을 집중해서 발표함

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고재판소 판결을 앞두고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같은 피해 상황을 전파하여 사회

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의학 논문은 주로 심의판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거나 40~5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환자상태의 변

화로 인해 진단확정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증

상에 대한 긴급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해자 구제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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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피해 사건의 경우 원인물질이 특정되면 선행

연구에 관한 문헌 검색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문제해결의 과정을 ‘피해조사 및 구제’,

‘배보상’, ‘인정 및 사과’, ‘형사처벌’, ‘재발방지대책’,

‘사회문화적 교훈’, ‘국제적 교훈’의 7가지 단계로 구

분하고 각 단계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해 평가한 것

이다. 이를 통해 두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정

부의 역할을 요약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사건발생이후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사건의 경과 시기마다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중기, 후기의 3개 시기로 구분

하고 시기마다의 평가를 시도했다. Table 1의 38개

세부 항목별 비교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평가

했지만 두 사건을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라는 점이

있고 평가지수가 OX△의 3가지로 되어있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7단계의 비교평가를 정리하면, 두 사건의 전개와

해결과정이 매우 유사하게 평가되었는데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낮음 또는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단계

별로 살펴보면, 1단계 피해조사 및 구제에서는 두

사건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거의 같다. 초기

피해조사에 실패했고 중간과 후기에도 제대로된 조

사와 구제가 되지 않았다. 2단계 배보상의 경우도

비슷한데,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관련기업들이 많고

중기에서 일부 기업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부분적인 배보상계획을 제시했지만 남은 기업들은

후기 검찰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무런 사과와 배

보상계획을 내지 않았다. 3단계 피해인정 및 사과부

분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미나마타병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기업부분은 2단계와 같은 이유이고 정

부부분도 2016년에 사건이 크게 의제화되고 국정조

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하지 않았다. 4단계 형사처벌의 경우 대체로 두 사

건이 비슷하게 평가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후기에서 검찰의 2차 수사결과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5단계 재발방지대책은 미나마타병의 경

우 기업과 정부 모두 초기단계에서 폐수방류중단 및

주민어폐류 섭취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낮

음으로 평가된데 반해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초기단

계에서 제품사용금지 및 권고조치가 내려졌다는 점

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더 일찍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음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6단

계 사회문화적교훈와 7단계 국제적 교훈은 기업과

국가로 구분하기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낫다는 판단

을 했다. 사회문화적교훈에서 두 사건의 후기 평가

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미나마타병의 경우 전국적으

로는 잊혀지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구마모토현 현지

에 서너개의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 교육프

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가

습기살균제의 경우 후기에 여전히 언론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구마모토현의 경우와 같이

가시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평가를

유보했다. 국제적 교훈에서는 미나마타병의 경우

1972년 스톨홀롬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리는 활동

을 전개했고 이후 지구촌 수은중독문제를 앞장서서

알렸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리고 후기에 유엔차원의

국제수은협약이 만들어져 발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미나마타 현지에서

Table 3. Comparative evaluation of each 7 processes of problem soloving, company and government respectively, about

each 3 periods Minamata disease (early 1956~1970s, middle 1980s~1990s, later 2000s~2019) and Humidifier

disinfectant disease (early 2011-2014, middle 2015~2016, later 2017~2019): 3 evaluation index: low X, middle

△, high O

종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피해조사

및 구제
배보상 인정, 사과 형사 처벌

재발방지

대책

사회 문화적 

교훈
국제적 교훈 

미나마타병
기업 X△△ X△△ X△△ X△X X△△

X△O △△O
정부 X△△ XXX X△△ XXX X△△

가습기

살균제참사

기업 X△△ X△X X△X X△O △△△
X△? X△X

정부 X△△ XXX XX△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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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평가는 일본정부가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만 미나마타병

이라는 이름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밝히

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중기에 피해자와 시

민단체 및 국회의 영국 현지활동과 유엔의 조사활동

을 중간으로 평가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건의 유사

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두 사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문제로 사망과 심각한 장애가 포함된 건

강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초유의 환경보건 사건이

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 가정에서 나왔다는 것도 유사하

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임신부가 노출되어 태아와

출산아기에게 건강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1차적인 기업책임에 2차적인 정부 및 지자

체의 책임이 더해져 피해규모가 커졌고 피해대책이

지연된 사회적 참사다.

셋째, 원인과 건강피해 규명과정에서 의학과 독성

학적 기여가 있었지만 한계가 컸고, 이에 따른 피해

대책도 매우 미흡했다.

넷째, 피해대책에 대한 문제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사회적해법이 요구되자 새로운 정부에 의해 정치적

인 해결이 시도되었다.

다섯째, 과학과 행정의 사전예방 기능이 실패했고,

과학자의 역할에서 청부과학 혹은 도덕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람들에게 건강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혹

은 동시에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에게서 피해가 나타

났지만 사전 징후로서 인식하지 못한 점도 두 사건

모두 비슷하다. 미나마타병의 경우 첫 피해신고 이

후 구마모토대학의 연구진이 수은중독이 원인임을

밝혔음에도 망간, 탈륨, 세레늄 등의 다른 중금속설

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2차대전 폭약설, 아민설 등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과 문제해결을 외면하는 정부

등과 연계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가습기살

균제 참사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

균제가 원인임이 밝혀졌음에도 소송과정에서 곰팡이

설, 레지오넬라설, 황사설 등의 주장이 기업측 과학

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섯째, 피해자 및 시민운동이 문제해결의 주요 동

력이었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과 국제적 측면에서

교훈이 제도화되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로 환경과 어패류 오

염에 의한 환경보건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생

활화학 위생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건문

제다.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로 바다와 강이 오염되

고 어패류를 통해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준 20

세기식 환경보건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가정

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가습기와 관련된 생활화학 위생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21세기식 환경보건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

나마타병은 국제적으로 공해병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환

경보건사건으로 평가된다.

둘째, 미나마타병의 해결과정은 민사 및 행정 소

송과 판결이 주요한 방법이었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는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및 국회의

대응이 문제해결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와 자치단체(현)이 피해자들

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등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

임을 묻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에 책임을 물

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셋째, 미나마타병은 일본에서만 발생한 사건이지

만 대표적인 공해병사건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지구

촌 곳곳의 수은중독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한국내에서만 이슈화되고 국제

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 경과한 시점

에 미나마타병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다양한 의학

독성학, 환경보건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

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사회학, 법학,

인문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술 활동이 사회적 해결을 이끌어내는데 필

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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