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１１２２  정정부부해해결결책책과과  피피해해자자구구제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받기  위하여  장기간  진행해  온  교섭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 

미나마타병이 발생해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구제문제를 소송해 온 피해자들은 

고령이 되고, 세상을 뜬 사람들도 많아져 갔습니다.그래서 재판소는 지금의 

방식대로는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그만두고 서로 

대화로 해결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제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져서 1995 년에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정부해결책으로 해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해결책의 합의하에,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나마타병 발생당시에 

미나마타병발생지역에서 생활했고,미나마타만과 그 주변에서 잡은 많은 물고기를 먹어 

손발의 감각이 무딘등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시금 260 만엔을 지불되었고 

행정으로부터 의료비용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구제대상자수 1１ ,540 명…1997 년 8 월 1 일현재  최종확정인수】 

※구제대상자수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합친  인수임  

 

많은 피해자들은 정부해결책에 동의하고 거의모든 재판을 취하하였습니다.그러나 

미나마타에서 간사이쪽으로 이사를 간 피해자들은 공장폐수를 배수하는 것을 국가와 

현이 막지 못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국가와 현의 책임을 추궁하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 년 10 월 15 일 국가와 현은 공장폐수에 대한규제를 하지 않은것을 

처음으로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이 판결에서 국가와 현이 

책임을 인정하였 

기 때문에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 구제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있습니다. 

2009 년에  미나마타병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이전의  법률보다도  

넓게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짓소가  „더  이상  돈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 ‟고  주장했기  

때문에  짓소의  경영을  생각해서  짓소를  „물건을  만드는  회사 ‟와  

‘환자들의  보상을  하는  회사의  두  개에  나누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 

2010 년에는  피해자에  지불하는  금액  등  구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되어  

있지만  미나마타병  공식확인에서  50 년이상  지난  지금도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국가와 ,정부가  완전히  책임 지고 ,진심으로부터  사죄해야 한다 ”  “미나마타병 을  제대  

로  인정하고  구제를  해줘야  한다 ”는  바램이  이루어지길  오랜세월  바래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해결 책이  바라던  형식이  아니였 지만 ,정부해결책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을때  이대로  계속  맞서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그래서 ,매우  괴로운  결단이  었지만 ,거의  모든  환자단체 는  소송과  교섭을  

그만두고 ,정부의  해결책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