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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idno 단체 ID ####

orgname 단체명 ## [부록 1] 사회운동단체 분류코드 참조

orgchrt 단체성격
1 협의체

2 단일운동단체

orgpart 단체 운동부문

1 여성운동

2 환경운동

3 인권운동

4 사회복지운동

5 구사회운동

q2_1 설립년도 ## 19## 년

q2_1_1 초기 회원수
####### ####### 명

8888888 무응답

q2_1_2 초기 상근자수
### ### 명

888 무응답

q2_2_1 현재 회원수
####### ####### 명

8888888 무응답

q2_2_2 현재 상근자수
### ### 명

888 무응답

q3 활동범위

1 전국포괄

2 중앙한정

3 광역지역

4 기초지역

8 무응답

q4_1_1 성별 회원분포비: 남자
 ## ## %
888 무응답

q4_1_2 성별 회원분포비 :여자
 ## ## %
888 무응답

q4_1_3 전체 회원수
####### ####### 명

8888888 무응답

q4_2_1 직업별 회원분포비: 전문관리직
 ## ## %
888 무응답 

q4_2_2 직업별 회원분포비: 판매생산직
 ## ## %
888 무응답

q4_2_3 직업별 회원분포비: 농어민
 ## ## %
888 무응답

q4_2_4 직업별 회원분포비: 주부
 ## ## %
888 무응답

q4_2_5 직업별 회원분포비: 기타
 ## ## %
888 무응답

90년대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조사(단체)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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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q4_3_1 연령별 회원분포비: 20세미만
 ## ## %
888 무응답

q4_3_2 연령별 회원분포비: 20-30세미만
 ## ## %
888 무응답

q4_3_3 연령별 회원분포비: 30-40세미만
 ## ## %
888 무응답

q4_3_4 연령별 회원분포비: 40-50세미만
 ## ## %
888 무응답

q4_3_5 연령별 회원분포비: 50-60세미만
 ## ## %
888 무응답

q4_3_6 연령별 회원분포비: 60세이상
 ## ## %
888 무응답

q5_1 단체 목적: 합리적 대안 제시

0 아니오

1 예

8 무응답

q5_2 단체 목적: 민중권익보호

q5_3 단체 목적: 환경보전

q5_4 단체 목적: 여성권리신장

q5_5 단체 목적: 의식개혁

q5_6 단체 목적: 인권보호

q5_7 단체 목적: 소비자 보호

q5_8 단체 목적: 민족통일

q5_9 단체 목적: 도덕성 회복

q5_10 단체 목적: 장애인 복지

q5_11 단체 목적: 기타

q6_1_1 단체의 활동: 토론회수
### ### 회

888 무응답

q6_1_2 단체의 활동: 토론 참여인원
##### ##### 명

88888 무응답

q6_2_1 단체의 활동: 항의집회수
### ### 회

888 무응답

q6_2_2 단체의 활동: 시위 참여인원
##### ##### 명

88888 무응답

q6_3_1 단체의 활동: 성명 발표수
### ### 회

888 무응답

q6_3_2 단체의 활동: 서명 참여인원
###### ###### 명

888888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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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q6_4 단체의 활동: 잡지 발행수
### ### 회

888 무응답

q6_5_1 단체의 활동: 교육프로그램수
### ### 회

888 무응답

q6_5_2 단체의 활동: 교육 참여인원
##### ##### 명

88888 무응답

q7_1 재정충당비중(%): 회비
 ## ## %
888 무응답

q7_2 재정충당비중(%): 정부지원금
 ## ## %
888 무응답

q7_3 재정충당비중(%): 개인후원금
 ## ## %
888 무응답

q7_4 재정충당비중(%): 기업후원금
 ## ## %
888 무응답

q7_5 재정충당비중(%): 지자체후원금
 ## ## %
888 무응답

q7_6 재정충당비중(%): 수익사업
 ## ## %
888 무응답

q7_7 재정충당비중(%): 자산수입
 ## ## %
888 무응답

q7_8 재정충당비중(%): 기타
 ## ## %
888 무응답

q7_9 총재정수입액
########## ########## 원

8888888888 무응답

q8_1 집행예산비중(%): 인건비
 ## ## %
888 무응답

q8_2 집행예산비중(%): 경상운영비
 ## ## %
888 무응답

q8_3 집행예산비중(%): 사업비
 ## ## %
888 무응답

q8_4 집행예산비중(%): 기타
 ## ## %
888 무응답

q8_5 총집행예산비
########## ########## 원

8888888888 무응답

q9_1 회원충원방식: 일반인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0 아니오

1 예

8 무응답

q9_2 회원충원방식: 일반회원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q9_3 회원충원방식: 타단체 회원에게 가입권유

q9_4 회원충원방식: 실무자의 선후배를 대상으로 가입권유

q9_5 회원충원방식: 기타



자 료 번 호: A1-1998-0065
자  료  명: 90년대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조사(단체)
연구책임자: 권태환

4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q10_a 외부기관과 사회적 거리: 정부기관

1 갈등적

2
3 중간

4
5 친화적

8 무응답q10_b 외부기관과 사회적 거리: 지자체

q10_c 외부기관과 사회적 거리: 기업

q10_d 외부기관과 사회적 거리: 언론

q10_e 외부기관과 사회적 거리: 정당

q10_1 외부기관과 연대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무응답

rel_go [cre.] 연대활동 정부기관수

# # 개

9 비해당

rel_lgo [cre.] 연대활동 지자체수

rel_comp [cre.] 연대활동 기업수

rel_mass [cre.] 연대활동 대중매체수

rel_poli [cre.] 연대활동 정당수

rel_forg [cre.] 연대활동 외국기관수

q10_1_a1 연대활동 정부기관명1

### [부록 2] 외부기관 분류코드 참조

q10_1_a2 연대활동 정부기관명2

q10_1_a3 연대활동 정부기관명3

q10_1_a4 연대활동 정부기관명4

q10_1_a5 연대활동 정부기관명5

q10_1_b1 연대활동 지자체명1

q10_1_b2 연대활동 지자체명2

q10_1_b3 연대활동 지자체명3

q10_1_b4 연대활동 지자체명4

q10_1_b5 연대활동 지자체명5

q10_1_c1 연대활동 기업명1

q10_1_c2 연대활동 기업명2

q10_1_c3 연대활동 기업명3

q10_1_c4 연대활동 기업명4

q10_1_c5 연대활동 기업명5

q10_1_c6 연대활동 기업명6

q10_1_c7 연대활동 기업명7

q10_1_d1 연대활동 대중매체명1

q10_1_d2 연대활동 대중매체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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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q10_1_d3 연대활동 대중매체명3

### [부록 2] 외부기관 분류코드 참조

q10_1_d4 연대활동 대중매체명4

q10_1_d5 연대활동 대중매체명5

q10_1_d6 연대활동 대중매체명6

q10_1_e1 연대활동 정당명1

q10_1_e2 연대활동 정당명2

q10_1_e3 연대활동 정당명3

q10_1_e4 연대활동 정당명4

q10_1_f1 연대활동 외국기관명1

q10_1_f2 연대활동 외국기관명2

q10_1_f3 연대활동 외국기관명3

q10_1_f4 연대활동 외국기관명4

q10_1_f5 연대활동 외국기관명5

q10_1_f6 연대활동 외국기관명6

q11 타운동단체와 연대경험유무
1 있다

2 없다

8 무응답

q11_1_a 연대활동한 타운동단체수

### ### 개

888 무응답

999 비해당

q11_1_b1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

### [부록 1] 사회운동단체 분류코드 참조

q11_1_b2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2

q11_1_b3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3

q11_1_b4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4

q11_1_b5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5

q11_1_b6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6

q11_1_b7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7

q11_1_b8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8

q11_1_b9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9

q11_1_b10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0

q11_1_b11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1

q11_1_b12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2

q11_1_b13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3

q11_1_b14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4

q11_1_b15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5

q11_1_b16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6

q11_1_b17 약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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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 설명

q11_1_c1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

### [부록 1] 사회운동단체 분류코드 참조

q11_1_c2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2

q11_1_c3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3

q11_1_c4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4

q11_1_c5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5

q11_1_c6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6

q11_1_c7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7

q11_1_c8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8

q11_1_c9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9

q11_1_c10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0

q11_1_c11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1

q11_1_c12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2

q11_1_c13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3

q11_1_c14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4

q11_1_c15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5

q11_1_c16 강한 연대 타운동단체명16



자 료 번 호: A1-1998-0065
자  료  명: 90년대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조사(단체)
연구책임자: 권태환

7

코드 사회운동단체명

1 대한YWCA연합회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한국여성단체연합

4 대한주부클럽연합회

5 한국부인회

6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7 대한어머니회

8 서울YWCA

9 부산YWCA

10 한국여성의전화

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2 한국여성민우회

13 가톨릭여성연합회

14 대한간호협회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17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8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 또하나의 문화

21 인천환경운동연합

22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23 부산환경운동연합

24 대전환경운동연합

25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26 낙동강보존회

27 환경과공해연구회

28 녹색연합

29 수원환경운동센터

30 그린훼밀리운동연합

31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32 불교환경교육원

33 생명가치를찾는민초들의모임

34 한국인권협

35 낙태반대운동연합

36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37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38 민변

39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40 주한민군범죄근절운동본부

41 인권운동사랑방

42 천주교인권위원회

43 불교인권위원회

44 노동인권회관

45 장기수가족후원회

코드 사회운동단체명

46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47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4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9 가정법률상담소

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1 한국YMCA전국연맹

52 민예총

53 흥사단

54 부산장애인총연합회

55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56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58 생활협동중앙회

59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1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2 부천YMCA

6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64 참여연대

65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66 참교육시민모임

6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68 교통문화운동본부

69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70 녹색교통운동

71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72 민주노총

73 한국노총

74 민교협

75 전국연합 

76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77 의보통합연대회의

7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79 부천연합

80 원주민주청년회

81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82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83 울산민주시민회

84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85 지식인연대

86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87 한국유권자운동연합

88 서울YMCA

89 대구환경운동연합

90 울산환경운동연합

91 원주환경운동연합

92 환경운동연합

[부록 1] 사회운동단체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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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녹색소비자연대

94 군산환경시민운동연합

95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96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97 민가협

98 가톨릭여성복지위원회

99 가톨릭환경연구소

100 강화발전연구회

101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102 공선협

103 공익노련

104 과거청산국민위

105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106 광주YWCA

107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08 교육민회

109 교육정보공동체운동

110 국민승리21

111 귀농운동본부

112 기독교인권센타

113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14 노동과건강연구회

115 노동법,안기부법개악반대범대위

116 노동법률상담소

117 노동자뉴스제작단

118 노동자를위한연대

119 노동정책연구소

120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21 농협중앙회

122 늘푸른시민모임

123 도시발전연구소

124 두레방

125 목요회

126 미디어오늘

127 민족문학작가회의

128 민주노총인천지부

129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30 민주연대

13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32 민청노련

13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34 방송개혁국민회의

135 부산YMCA

136 부산여성단체협의회

137 부산여성회

138 부산을가꾸는모임

139 부평시민모임

코드 사회운동단체명

140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전국회의

141 생활개혁실천범국민회의

142 소비자연맹부산지부

143 수도권쓰리게문제해결시민연대회의

144 시청자연대회의

145 신문명아카데미

146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147 여성정책연구소

148 연수시민모임

149 연제공동체

150 영광핵추방운동협의회

151 외국인노동자관련법제정을위한공대위

152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153 우이령보존회

154 유가협

15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6 유월민주항쟁1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57 음대협

158 이천이(2002)년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

159 인천YMCA

160 인천YWCA

161 인천노동교육연구원

162 인천연합

163 자연의친구들

164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165 전교조

166 전국노동단체연합

167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68 전국농민회총연맹

169 전국불교운동연합

170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17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172 정보연대SING

173 종교인협의회

17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175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176 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

177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17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79 크리스챤아카데미

18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181 통신연대참세상

182 한 살림(사)

18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8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18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

186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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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사회운동단체명

187 한국기자협회

18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89 한국노동운동협의회

190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92 한국시민단체협의회

19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4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5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6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197 한국통신노조

198 한국환경마크협회

199 한국환경회의

200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



자 료 번 호: A1-1998-0065
자  료  명: 90년대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조사(단체)
연구책임자: 권태환

10

코드 외부기관명

101 가족계획협회

102 간행물윤리위원회

103 강원도보사환경국

104 건설교통부

105 고양교육청

106 공보처

107 공정거래위원회

108 국무총리실

109 국제교류재단

110 근로복지공단

111 노동부

112 농림부

113 대전교육청

114 동해교육청

115 문예진흥원

116 문화체육부

1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8 법무부

119 보건복지부

120 보건소

121 산림청

122 에너지관리공단

123 연수경찰서

124 영산강환경관리청

125 외무부

126 재정경제원

127 정무2장관실

128 정보통신부

129 통상산업부

130 통일원

131 한국노동연구원

132 한국담배인삼공사

133 한국도로공사

134 한국소비자보호원

135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136 환경부

201 경상남도

202 경상북도

203 광주광역시

204 광주북구청

205 광주시교육청

206 대전광역시

207 대전서구청

208 부산광역시

209 부천시

코드 외부기관명

210 서울 강남구청

211 서울 관악구청

212 서울 서대문구청

213 서울 성동구청

214 서울시 의회

215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

216 서울특별시

217 수원시

218 인제군

219 인천광역시

220 인천서구청

221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3 창원시

224 춘천시

225 충청남도

226 지자체 여성복지부

227 지자체 사회과

228 지자체

301 경남은행

302 경영자총연합회

303 농협

304 대우

305 대한상공회의소

306 데이콤

307 동양화학

308 롯데백화점

309 리베라백화점

310 비엠더블유

311 삼성

312 삼성전자

313 삼성화재

314 에스케이

315 에스케이텔레콤

316 엘지

317 일신기독병원

318 전경련

319 조선맥주

320 조흥은행

32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322 진로

323 현대

324 현대백화점

325 흥록

401 CBS노조

402 EBS노조

403 KBS

[부록 2] 외부기관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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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BC

405 MBC노조

406 SBS

407 강원일보

408 경인일보

409 경향신문

410 광주MBC

411 광주매일신문

412 교육방송

413 국민일보

414 국제신문

415 길 (월간)

416 대전방송

417 동아일보

418 말(월간)

419 미디어오늘

420 부산일보

421 소년동아일보

422 시사저널

423 여성신문사

424 울산방송

425 인천방송

426 인천일보

427 장애인신문

428 조선일보

429 중동신문

430 중앙일보

431 참소리

432 춘천MBC

433 코리아헤럴드

434 한겨레 21

435 한겨레신문

436 한국일보사

437 일간지

438 internet homepage

439 시청자연대회의

440 방송사

441 경이일보

442 ICN(인천케이블TV)

443 KBS라디오

444 KBS노조

501 국민승리 21

502 국민신당

503 새정치국민회의

504 자민련

505 한나라당

601 AFRC

코드 외부기관명

602 AFSC

603 Anti-Nuclear Forum

604 Asia Pacific Facilitatory Team

605 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Center

606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607 Asian Migrant Center

608 Asian Monetary Research Center

609 Asian Regal Resource Center

610 BILANCE

611 CCFA

612 EZE

613 FDT

614 FOE

615 ICFTU

616 ICJ(국제법률위원회)

617 ICMICA

618 ILO

619 Light to Life

620 Migrant Forum in Asia

621 PCPS

622 Plutonium Action Hiroshima

623 TEPU

624 UNDP

625 WABA

626 WFP

627 WISE

628 WWF

629 구마모또현민의회

630 국제엠네스티

631 그린피스

632 대만대북시부녀구원복지사업기금회

633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634 독일인권협회

635 동티모르국제회의

636 미국Labor Net

637 미국UPS노조

638 베트남노총

639 세계고문방지회의

640 아데나워재단

641 아시안 여성농민네트워크

642 아태천주교정평협

643 에버트재단

644 영국LaborNet

645 영국정부

646 우토로를생각하는모임

647 유진벨재단

648 일본교통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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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일본습지보존단체

650 일본정부

651 중국노신미대

652 필리핀ULA PILIDNA & MARAYA LOCAS

653 한일합동수업연구회

654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655 일본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

656 호주습지보존단체

657 대인지뢰반대운동

658 홍콩인권단체

659 Meray Co International

660 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자문위원회(TUAC)

661 국제상업사무노련(ICEM)

662 일본생활협동조합 및 유기농업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