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Kumamoto Prefectural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formation

배우다 느끼다 체험하다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시설정보 안내

-개관시간-
오전9시~오후5시(오후 4시반 입장 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

-입장료-
무료

구마모토현 환경센터의 연혁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공식 발견 일

1977년 10월 미나마타만 등 공해 방지 사업 착공

1989년 7월 미나마타만 매립지 및 주변 지역
                                  개발 정비 구체화 구상 책정

1990년 3월 환경센터 기본 구상 책정
1990년 3월 미나마타만 등 공해 방지 사업 완료

〒867-0055
미나마타시묘진표55-1
TEL：0966‐62‐2000 FAX：0966‐62‐1212

【URL】http://www.kumamoto-eco.jp/center
【E-mail】center@kumamoto-eco.jp

1971년 7월 환경청 발족
1974년 1월 미나마타만 그물망 설치

1978년 10월 국립 미나마타병 연구센터 설립

1990년 10월 구마모토현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
1993년 1월 미나마타 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 개관
1993년 8월 20일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개관
 관리운영 : 재단법인 구마모토 녹색 재단
1997년 5월 관람객 10만명 돌파
1997년 10월 미나마타만 그물망 철거 공사 완료
2000년 10월 관람객 20만명 돌파
2001년 1월 환경부 발족 (환경청 개편에 따른)
2001년 6월 국립 미나마타병 정보센터 개관
2002년 4월 『어린이 에코 세미나』 시작
　　　　　        　(현 초등학교 5 학년의 1/3이 방문)
2003년 7월 관람객 30만명 돌파
2003년 8월 환경센터 개관 10주년
2006년 2월 관람객 40만명 돌파
2007년 5월
2008년 10월
2011년 4월

2011년 11월
2013년 8월
2015년 1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2019년 3월

2층 전시실 리뉴얼 (에코 스테이지)
관람객 50만명 돌파
현내 모든 초등학교 5학년 대상 

『미나마타에서 배우는 히고 어린이 교실 』사업 시작
관람객 60만명 돌파
환경센터 개관 20 주년
관람객 70만명 돌파
관람객 80만명 돌파
환경센터 개관 25주년
2층 에코 스테이지, 1층 입구 홀
상설 전시 리뉴얼 오픈

(일부 발췌)
미나마타의 공원을 핵심 시설로 환경 센터를 정비하고, 
환경교육,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더 
나아가 미나마타를 환경에 관한 국제 연수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정보 발신 기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나마타항 

코이지시마

JNC
미나마타 제작소

 (칫소)

미나마타역

시 라 누 이 해

에코파크 미나마타 

미나마타강

유노츠루온천 방향

유노코온천

규슈 신칸센

구마모토 방향

구기노,오구치
　　방향

히사츠 오렌지 철도

가고시마 방향 

◎미나마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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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미나마타병
정보센터 

미나마타시 미나마타병 자료관

국립 미나마타병 종합 연구센터 

하제노키관
오렌지관

미마나타병 역사 고증관

죽림원

미나마타 기념비

마츠봇쿠리
타켕코(레스토랑)

규슈 신칸센

미나마타역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관내 안내～ ～관내 학습 ～

～출장 강좌 ～

정보 플라자
재미있게 배우자! 체험 공간 

환경 극장, 회의실 

2층

2층

2층

2층

1층

환경 강연 

제작체험, 야외활동 

움직이는 환경 교실 

환경 교육 지도자 파견

생태학 리더 파견

에코 스테이지   ～지구의 미래～ 전망실

지구온난화, 물 환경, 
쓰레기문제 중, 원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실시합니다.

평소 버리는 물건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건을 제작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센터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환경 강연 및 제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분
들을 지역에 파견하여 학습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내의 환경에 관한 리더 
『생태학・리더』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강연 및 
제작 체험을 실시합니다.

야츠시로해 (시라누이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아마쿠사와 
가고시마의 섬들이 보입니다.

프로젝터 ·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료 
대여도 가능합니다.

친환경 쇼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구마에코샵 
미나마타점」을 비롯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100년 후의 지구는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 시뮬레이터로 미래의 지구를 보자!

14,000권의 장서가 
있으며, 관내에서 
읽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600점의 영상 
자료 (DVD · 비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