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환경오염대책
１
２

공장배수의 규제
어개류대책
・어획,식용자숙지도와 어획자주규제
・국가에 의한 ‘어패류수은의 잠정적인 규제치’의 설정
・구마모토현에 의한 임시그분망 설치
・공해방지사업 실시기간중의 조업의금지
・일반 유어민들에 낚시자숙을 호소
・구분망설치기간중 어패류의수매
・나나쓰세해역의 구분망철거
・‘미나마타만의 안전선언’과 미나마타만해역의 구분망철거
・짓소에 의한 어업보상
・행정에 의한 어업보조 등

미나마타시의 연혁

３

・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어항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햣켄수로공해방지사업

제１장 미나마타병에 대하여
・미나마타병이란
・미나마타병의 증상
・미나마타병의 치료

제２장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원인
１

미나마타병의 발생
・정식환인

２

미나마타병의 원인구명 원인구명
・괴병 전염병설
・중금속중독설
・유기수은중독설
・짓소의 반론
・폭약설,아민중독설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 식중독 특별부회 견해
・구마모토대학연구반의 메틸수은화합물 특정

３

미나마타병 원인의 확정
・정부정식견해

４
５

미나마타병의 발생정황
미나마타병이라는 병명
・기병,전염병
・‘미나마타병’ 병명의 시작
・후생성의 판단
・병명변경운동

환경복원사업

４

오염상황의 추이

제４장 피해자의 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１
２

발생당초의 구제
위문금계약에 의한 보상
・위문금계약
・미나마타병환자 인정제도의 시작
・위문금계약후의 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

３

법률에 의한 구제 -행정에 의한 구제・법률에 의한 인정제도의 시작
・인정 등 상황
・인정엄무
・법률에 의한 보상

４

짓소와의 보상협정에 의한 보상
・환자단체로부터의 보상요구
・일임파와 화해계약
・신 인정환자와 조정
・도쿄협상단과 보상협정의 체결

５

사법에 의한 구제 -미나마타병소송의 제기・미나마타병 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
・미나마타병 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2차소송)
・미나마타병 국가배상등 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3차소송)
・각 소송의 제기와 종결
・간사이지방 미나마타병소송

６
７
８
９

자주협상계속으로의한 직접구제요구
미나마타병피인정자 보건복지사업
미나마타병인정신청자 치료연구사업
미나마타병 종합대책사업
・의료사업
・건강관리사업

10
11

건강조사
미나마타시의 대응
・전염병으로써 처리
・전염병환자실에 환자들을 수용
・공적부조의 적용
・미나마타병 전용병동의 건설
・미나마타시립병원 부속 유노코병원
(재활 센터)의 개원
・메이스이엔(明水園)개원
・태아성환자들을 위한 분교 개설
・건강조사
・탯줄과 모발의 수은검사

제５장 미나마타병종합적연구의 추진
・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의 설치
・미나마타병정보센터의 설치

제６장 원인기업 짓소에 대한 금융지원
・현채발행으로 의한 금융지원
・국비투입으로 의한 발본적인 금융지원

제７장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 몰두
・해결안의 제시와 관계자간의합의
・정부에 의한 해결책결정
・협정체결에으로 인한 분쟁종결
・구제대상자

제８장 시민운동 때마다의 시민의 대응
・전단지 교전과 ‘시민연락협의회’의 결성
・‘미나마타시민운동회’ 결성
・‘시민회’ 결성

제９장 미나마타재생에 몰두
・환경모델도시(국제환경도시)만들기
・환경창조미나마타추진사업
・‘모야이 나오시 센터’건설

제10장 미나마타병교훈의계승,발신
・미나마타병의 교훈
・미나마타병희생자 위령식개최
・환경미나마타상의 창설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개관
・미나마타 메모리얼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병비
・중국에 있어서 미나마타병관련사업의 개최
・국제협력사업단(JICA) 연수생을 받아들이기
・미나마타병 공식환인 50년사업

참고문헌
■자 료
・미나마타병해결에 대응한
내가총리대신담화
‘1995년12월15일 내각결정’
・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
‘1995년12월15일 내각요해’
・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
‘1995년12월15일 내각결정’
・2000년도 이후의
짓소주식회사에대한 지원설치
‘1999년6월9일 미나마타병에 대한
관계관료회의 합의 ’
・2000년이후의 짓소주식회사에 대한
지원조치에 대하여
‘2000년2월8일 내각요해’
・미나마타병관계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