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한 일

1889 明治 22 미나마타촌  인구 12,040명

1908 明治 41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현 짓소)가 미나마타에 공장을 건립하다.

1932 昭和  7 짓소가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인 메틸수은을 미나마타만에 흘려버리기 시작.

（비닐 등의 원료로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 때 수은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그것이 공장폐수에 섞여 버려졌다）

1949 昭和 24 미나마타시로 됨（인구42,270명）

1956 昭和 31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미나마타병)의 발견

（미나마타병 정식확인일  1956년5월1일）

전염병이라고 의심하고 환자들의 집을 소독.

미나마타시인구가 최고로 됨  50,461명

1957 昭和 32 미나마타보건소와 구마모토대학은 고양이 실험을 진행하여,미나마타만에서 잡

은 어패류를 먹이면 고양이가 미나마타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구마모도현이 미나마타만내의 어패류를 먹지말도록 주의를 불러 일으킴.

1959 昭和 34 미나마타만의 물고기를 먹어 생기는 병으로서,물고기를 오염시킨 물질은 수은

이 아닐까라고 발표（구마모토대학연구반）

짓소가 고양이를 상대로 실험.공장폐액을 고양이에게 먹이면 고양이가 미나마

타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나마타병으로 죽은 사람에게 30만엔 위문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다

（배상금을 요구하여 공장앞에 앉아서 시위를 했던 환자들에게,짓소는 얼마 안

되는 위문금을 지불했지만,전혀 배상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1968 昭和 43 짓소가 아세트알데히드 생산을 중지,메틸수은이 배수되지 않았다.

（1932년부터36년간,짓소는 미나마타만과 시라누이해를 오염시켰다）

미나마타병은 짓소공장의 폐수로 인한 공해병이라고 정부가 판단.

1969 昭和 44 미나마타병제1차소송이 시작되다.

（짓소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

年

이것들을 장악하면 줄거리를 알 수 있다

미나마타병에 관련된 연표



발생한 일

1973 昭和 48 미나마타병제2차소송이 시작되다.

（미나마병인정을 둘러싼 재판）

미나마타병제1차소송에서 환자측이 승소

짓소와 미나마타병환자사이에 보상협정을 맺다.

（사망자에게 1800만엔의 위자료와 전액의 의료비요,생활비용등 지불하는

  겨우,미나마타병인정환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었다.）

1974 昭和 49 미나마타만 그물망 설치

（오염된 물고기들이 미나마타만내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쳤다）

1977 昭和 52 미나마타공해방지사업이 시작되다.

（미나마타만에 쌓인 수은오니를 제거하는 공사）

1980 昭和 55 미나마타병제3차소송이 시작되다.

（국가와 구마모토현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

1990 平成  2 미나마타만매립지 '자연공원'이 완성됨.

（미나만에 쌓였던 수은오니를 봉쇄해버린 매립지）

1992 平成  4 미나마타시가 환결모델도시 만들기 선언

（미나마타병을 교훈으로 미나마타시를 환경에 착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선언）

1993 平成  5 시민에 의한 쓰레기 분별수집을 시작하다

1995 平成  7 정부에 의한 미나마타병최종해결책의 결정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해결책을 정부가 발표하여,관서지방소송을 일으킨 단체외의 사람들은

이것을 접수하여,미나마타병의재판과 교섭을 이듬해까지 거의 끝냈다）

1997 平成  9 미나마타만의 안전선언

(그물망을 철거하고 미나마타만의 물고기의 안전선언을 발표）

1999 平成 11 미나마타시가ISO14001을 인정취득하고、환경ISO의 지역만들기를 시작함

2004 平成 16 최고재판소가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다.

（국가와 구마모토현의 책임이 있는냐를 둘러싸고 싸워온 간사이지방재판은 최고재

  판소에서 국가와 현의 책임을 확정하였다.）

미나마타시 인구  30,159명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