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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운동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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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YWCA연합회

정부기관 (3)
• 보건복지부 (외화동전모으기운동)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환경보존사업)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운동)

대중매체 (1) • 여성신문사 (대선후보토론회)

2 여성단체협의회 기업 (1) • 농협 (금모으기운동)

3 여성단체연합 

정부기관 (4)

• 보건복지부 (보조금)
• 공보처 (보조금)
• 정무2장관실 (보조금)
• 정보통신부 (인터넷전용선)

지방자치단체 (1)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프로젝트 공모사업비보조)

외국기관 (2)
• AFSC (사업재정지원)
• EZE (재정지원)

4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정부기관 (3)

• 공보처 (건전소비정착세미나 등)
• 문화체육부 (청소년문화감수성훈련)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개념의 의식화 및 에너지 고효율실천 모니

터링)

지방자치단체 (2)
•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환경감시단, 환경보전동단위실천운동)
• 서울시사회진흥과(의류 및 세탁물 심의분쟁조정기구)

5 한국부인회

정부기관 (2)

• 보건복지부 (윤락여성, 가출청소년 선도캠페인/훌륭한어미니 시상

식/가정바로세우기실천결의대회/생활개혁사업/과소비추방 결의대

회/ 윤락, 미혼모에 관한 자료집 발간/ 건전한 혼례실천의식에 관

한 설문조사/훌륭한어머니시상식/가정바로세우기 세미나/음식물쓰

레기줄이기실천교육 및 캠페인)
• 에너지관리공단 (전시회 및 캠페인)

지방자치단체 (1)
• 서울특별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구별순회교육 및 국토쳥결 환경

보전사업/ 자원재활용을 위한 캔압축기 구입 및 활성화사업/ 소비

자사업비)

6 소비자보호단체협의 -

7 대한어머니회

정부기관 (2)
• 공보처 (‘97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절약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1) • 강남구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강남구여성센타운영/ 바롬어린이집 운영)

외부 환경과의 관계 자료 정리

  * 이 자료는 「90년대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조사: 단체」에서 <문항 10-1-가>부터 <문항 10-1-바>까지의 주관식 응답을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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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YWCA

정부기관 (3)

• 문화체육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외입양청소년 여름학교/ 해

외청소년모국 체험 프로그램)
• 노동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단기고용촉진 프로그램)
• 국무총리실 (그린포스트카드)

지방자치단체 (4)
• 서울특별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환경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 복지관 운영)
• 강남구청, 성동구청, 서대문구청 (청소년회관 운영)

기업 (7)

• 삼성, 현대, 대우 (음악회 협찬/ 가족잔치협찬)
• SK텔레콤 (불우이웃 김장나누기)
• LG (재가복지 프로그램지원)
• 현대백화점 (큰 장날)
• 롯데백화점 (외화모으기)

대중매체 (4)
• 국민일보, 코리아헤럴드 (음악회)
• 조선일보, MBC (환경캠페인;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9 부산YWCA

지방자치단체 (2)
• 부산광역시 교통국 (시내버스 요금 실사)
•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 (낙동강 살리기 운동)

기업 (1) • 일신기독병원 (성비 불균형 극복을 위한 딸사랑 운동)

대중매체 (1) • 국제신문 (바른사회를위한 시민대학; 연3기 배출)

10 한국여성의 전화

정부기관 (2)
• 공보처여론과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21세기 신가정생활개혁운동’)
• 보건복지부가정복지과 (쉼터모델링연구조사, 여학생자기개발워크숍)

지자체 (1) • 서울시사회진흥과 (시정사업 참여;‘어린이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부기관 (1) • 정무2장관실( 세미나; ‘고용평등-여성농민 직업교육현황’)

기업 (1) • 흥록 (주점/ 심포지엄; ‘97 대선정책과제 토론회)

외국기관 (2)
• AFRC (한, 중, 베트남 교류; 여성농민교류, 협력)
• 아시안여성농민네트워크

12 한국여성민우회

정부기관 (3)
• 보건복지부 (사회주부대회/ 편부모가정 심포지움)
• 노동부 (일하는 여성의집; 단기직업훈련기관)
• 공보처 (공동체 사업; 가족 홈페이지 콘테스트)

지자체 (1) • 서울시 (환경요리대회/ 환경요리강좌/ 소자본 창업교실)

13 가톨릭여성연합회 외국기관 (1)
•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국으로서 연 1회 이사회 참석/ 4년에 

1회 총회 참석)

14 대한간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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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부기관 (2)
• 외무부 (한일관계조정)
• 보건복지부 (정신대 할머니 복지)

지자체 (1) • 지자체 여성복지부 (피해자 할머니 복지)

대중매체 (2)
• 각종신문 (홍보자료)
• Internet Homepage

정당 (1) • 새정치국민회의 (정신대 문제 연구모임; 의견교환)

외국기관 (3)
• 일본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 대만대북시부녀구원복지사업기금회, 필

리핀ULA PILIDNA & MARAYA LOCAS (아시아기금반대 연대활동)

1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정부기관 (2)
• 통상산업부 (에너지 캠페인)
• 재정경제원 (물가안정)

지자체 (1) • 서울시 (쓰레기관련 사업)

외국기관 (1) • WABA (환경/ 안전한 식품)

17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18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부기관 (3)
• 근로복지공단 (회지발행 괄년 복지공단광고)
• 정무2장관실 (남녀고용평등이 달 행사후원)
• 공보처 (교육훈련지원)

정당 (4)
• 국민회의, 한나라당, 국민신당, 국민승리21 (대선시기 여성정책공

약에 대한 홍보와 제안)

외국기관 (3)
• 에버트재단 (후원금)
• CCFA (한국인 진출기업 교류중, 지원금)
• BILANCE (후원금) 

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부기관 (1) • 공보처 (학교폭력 추방 및 예방사업)

20 또하나의 문화 -

21 인천환경운동연합

정부기관 (2) • 공보처, 환경부(사업지원)

지자체 (1) • 인천광역시 (사업지원과 공동사업)

대중매체 (2) • 인천지역신문, i-TV방송사(공동사업)

외국기관 (2) • Plutonium Action Hiroshima, Anti-Nuclear Forum (공동사업, 정보교류)

22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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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산환경운동연합

정부기관 (2) • 공보처, 환경부 (폐기물감량운동)

지자체 (1)
• 부산광역시 환경보호과 (폐기물감량운동/ 낙동강정화운동/ 매연줄

이기 운동)

기업 (1) • SK 주식회사 (매연줄이기)

대중매체 (2) • 부산일보, SBS (‘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 캠페인)

외국기관 (2) • 일본습지보존단체, 호주 습지보존단체 (상호방문과 세미나)

24 대전환경운동연합

정부기관 (1) • 환경부 (연 2회 공동조사사업)

지자체 (2)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 대전서구청 청소과 (쓰레기줄이기운동연대)

대중매체 (1) • 참소리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캠페인)

25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정부기관 (1) • 영산강환경관리청 (물의 날 기념행사, 대기질 측정)

지자체 (3)

• 광주광역시 (물의날, 환경의 날 행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장

재 쓰레기 줄이기 활동)
• 광주북구청 (주민환경교육, 고등학생 환경교육/ 쓰레기 반으로 줄

이기 운동)
• 전남환경정책과 (습지(갯벌) 보존세미나)

대중매체 (1) • 광주매일신문 (녹색환경식당 지정사업)

26 낙동강보존회

정부기관 (1) • 환경부 (위천공단조성반대운동)

지자체 (1) • 부산시 (위천공단조성반대)

기업 (1) • 리베라백화점 (환경캠페인 바자회)

대중매체 (1) • 국제신문 (낙동강 보존 및 공해예방 그림널기모임)

27 환경과공해연구회 -

28 녹색연합

정부기관 (3)
• 환경부, 산림청(백두대간 환경탐사)
• 공보처 (민주공동체실천방안에 과한 사업)

지자체 (1) • 서울시 (서우의제21작성/ 음식물쓰레기 도농협력체계마련 작업)

기업 (1) • 유공 (깃대종 살리기운동)

대중매체 (2)
• 한겨레신문 (지구환경탐사)
• 중앙일보 (백두대간 조사)

외국기관 (5)
• 그린피스, WISE, TEPU (반핵활동)
• WWF, FOE (자연생태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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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원환경운동센터

지자체 (2)
• 수원시환경위생과 (수원시민환경한마당/ 평택호 수계 뗏목 환경탐사)
• 수원시 녹지과 (한가족 1가로수가꾸기 운동/ 공원 및 녹지조성계

획 세미나)

기업 (1) • 삼성전자 (지역하천 살리기 시민프로그램 및 연구활동)

대중매체 (1) • 조선일보 (평택호 수계 뗏목환경탐사)

외국기관 (1) • 일한합동수업연구회 (한-일 환경교육 현장 환경교사 연수)

30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정부기관 (2)
• 환경부(Global Youth Forum/ 그린훼밀리 축제/ 한강지류 하천생물

조사/ 약수터정화활동/ 야구장정화캠페인)
• 공정거래위원회(비닐봉투 환경성 조사)

지자체 (1)
• 서울시 (환경교육지도자연수-연2회/ 그린훼밀리축제/ 대기오염 건

강 걷기대회)

기업 (5)

• 삼성전자 (그림훼밀리축제/ 환경사랑)
• 데이콤 (행락철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 조선맥주 (약수터정화캠페인)
• BMW (야구장정화캠페인)
• 조흥은행 (녹색등반대회)

대중매체 (5)

• 동아일보 (환경교육지도자연수/ 야구장정화/ 대기오염줄이기 캠페인)
• KBS (대기오염 건강걷기대회/ 환경사랑 창작동요제)
• MBC, SBS (그린훼밀리축제)
• 소년동아일보 (어린이환경기자교실/ 환경사랑창작동요제)

외국기관 (3)
• UNZP (Global YouthForum)
• 일본정부 (청소년 에코클럽 아시아지역회의)
• 영국정부 (세계청소년회의)

31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지자체 (3)
• 광주시, 광주시교육청(무등산환경대학-연 2회 공동후원)
• 영산강환경관리청 (무등산 사랑 범시민대회-연 2회 공동후원)

대중매체 (1)
• 광주MBC (무등산을 사랑하자 연중캠페인/ 환경대학/ 무등산사랑

범시민대회)

32 불교환경교육원

정부기관 (1) • 공보처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환경교육부문 워크샵)

지자체 (1) • 서울시환경계획과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

33 생명가치를찾는민초들의모임 -

3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외국기관 (2)

• Asia Pacific Facilitatory Team (아시아인권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워

크샵 주관),
• 우토로를 생각하는 모임 (일본, 진상조사단 파견/ 일본관련 관공서 

& 언론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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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낙태반대운동연합

정부기관 (2)
• 보건소 (캠페인)
• 가족계획협회 (성교육 프로그램참석)

외국기관 (1) • Light to Life (자료교환 구입)

36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

37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대중매체 (1) • 한국일보사 (사진전공동주최)

3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중매체 (1) • 한겨레신문 (인권논문상 후원)

정당 (1) • 국민회의 (토론자 요청정도)

외국기관 (3)
• 국제엠네스티 (한국인권실태조사)
• 대인지뢰반대운동 (Williamson 초청토론)
• 동티모르국제회의

39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40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당 (1) • 국민회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외국기관 (1) • PCPS

41 인권운동사랑방 -

42 천주교인권위원회

대중매체 (5)
• 한겨레 21 (양심수시리즈 게재)
• 말, 한겨레, MBC (안기부 개혁시리즈)
• KBS, SBS (경기예상 등 각종 현안)

외국기관 (3)
• ICMICA
• 국제사면위

• 아태천주교정평협

43 불교인권위원회

대중매체 (1)
• 시청자연대회의 (KBS 불공정보도/ SBS 선정적인 상업성보도/ 

EBS 경영정상화/ 성감별 보도감사)

외국기관 (5)
• 국제엠네스티 (양심수 석방에 관하여)
• FDT-캐나다인권단체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하여)
• 아시아인권단체, 홍콩인권단체, 세계고문방지회 (진관스님 석방의 건)

44 노동인권회관 -

45 장기수가족후원회 -

46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정당 (1)
• 국민회의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청원 및 환경노동위 

소속위원활동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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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정부기관 (1) • 민주평통 (세미나 개최)

외국기관 (1) • 독일인권협회

4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정부기관 (1) • 국제교류재단 (구소련동포 강제이주 60년 기념사업)

대중매체 (7)

• 한겨레신문 (북한동포돕기운동)
• 한국일보 (북한동포사람의 옷보내기운동)
• 동아일보, SBS (구소련동포강제이주 60주년 기념행사)
• 조선일보, 국민일보 (조선족사기피해자 돕기 모금운동)

외국기관 (4)
• WFP, UNDP, 유진벨재단 (북한동포돕기운동 국제세미나)
• Meray Co International (국제세미나) 

449 가정법률상담소

정부기관 (1) • 법무부 (인권의 날/ 법의 날 행사)

정당 (3) •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동성동본 금혼철폐)

외국기관 (1) • ICJ (국제법률위원회, 상시적 연대로 자료교환)

50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기업 (2)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

51 한국YMCA전국연맹 -

5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정부기관 (4)

• 문화체육부 (각종 문화정책제안/ 공청회/ 토론회)
• 문예진흥원 (문예진흥사업수주/ 제안)
• 문화정책개발원 (포럼/ 토론회 등 개최)
• 통일원 (남북문화관계협의)

지자체 (1) • 서울시 문화과 (서울문화사업진행/ 정책협의)

대중매체 (1) • 한겨레신문 (행사협찬, 각종 토론회, 강좌 등의 홍보)

정당 (1) • 국민회의 (각종 문화정책 제안)

외국기관 (1) • 중국노신미대 (한중 우호교류전)

53 흥사단

정부기관 (2)
• 공보처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 문화체육부(청소년우수 수련회)

지자체 (3)
• 서울시 (97시정참여 사업; 교통캠페인/ 자원봉사지도자 교육/열린

청소년수련마을)
• 광주, 창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54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기업 (1) • 삼성그룹 부산지역본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대중매체 (2) • 부산일보, 국제신문 (결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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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56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

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부기관  (1) • 보건복지부 (지원 및 업무협조)

지자체 (2) • 지자체 사회과 (행사 지원 및 장애인 복지사업)

기업 (1) • LG 칼텍스 (휘발유 1리터당 1원 후원)

대중매체 (3) • 일간신문, 장애인신문, 방송사 (행사내용 보도)

정당 (2) • 국민회의, 한나라당 (장애인 복지정책건의)

58 생활협동중앙회

정부기관 (1) • 공보처 (97민주공동체운동; 건전소비생활문화정착을위한 프로그램)

지자체 (1) • 서울시청소과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및 퇴비화시범실시-대학생협)

59 수원경실련

정부기관 (1) • 한국도로공사 (환경사랑/교통안전/ 어린이 동요대회)

지자체 (1) • 수원시환경보호과 (지방의제21사업)

60 인천경실련

정부기관 (1) • 연수경찰서외사과 (중국조선족 피해상담관련)

지자체 (3)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시장공약이행도 조사사업)
• 환경보호과 (인천지방의제21 관련사업)
• 인천서구청 자치행정과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관련 모금운동)

기업 (1) • 동양화학 (인천지방의제21 관련사업)

대중매체 (4)
• 인천방송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 경이일보, ICN(인천케이블TV), 인천일보 (대선관련정책고위책임자 

초청토론회)

61 춘천경실련

정부기관 (1) • 강원도보사환경국 (소양강 맑은물 지키기운동)

지자체 (2)
• 춘천시 (쓰레기줄이기운동)
• 인제군 (내린천살리기운동)

기업 (1) • 진로주식회사 (소양강 맑은물 지키기운동)

대중매체 (2)
• 강원일보 (소양강 맑은물 지키기운동)
• 춘천MBC (내린천살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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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천YMCA

지자체 (4)

• 부천시 시정계/도로과 (자전거타기시민운동)
• 부천시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운영)
• 부천시 사회진흥과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어울마당

위탁운영)
• 부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화관 위탁운영)

기업 (1) • 상공회의소 (경제살리기 캠페인)

대중매체 (1) • 중동신문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6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부기관 (3)
• 문화체육부 (영상음반모니터)
• 공보처(정직지표)
•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모니터)

지자체 (2)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운동)
• 관악구청(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6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부기관 (1) • 공보처 (민주공동체실천사업)

대중매체 (3)
• 한국일보 (민선지방자치 2주년 특별기회)
• 경향신문 (세기말 한국의 과제 정책과제)
• 한겨레21 (작은권리찾기운동)

65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부기관 (4)
• 공보처여론과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 대전, 동해, 고양교육청 (공동심포지움 개최)

지자체 (1) • 서울시 사회진흥과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공모)

대중매체 (1) • 신문사 (행사홍보)

66 참교육시민모임 대중매체 (1) • 한겨레신문 (문화행사 후원)

6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대중매체 (2)
• 동아일보 (북한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활동)
• 한겨레신문사 (인도주의 문화주간 행사지원)

68 교통문화운동본부

정부기관 (3) •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캠페인 후원)

지자체 (1) • 서울시교통관리실 (시정참여사업 지원)

대중매체 (4) • 일간지, 방송3사 (취재협조/ 자료협조)

외국기관 (1) • 아데나워재단

69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중매체 (3)
• 동아일보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모음)
• KBS 라디오 (건강삼담교실),
• 한겨레신문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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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녹색교통운동

정부기관 (2)
• 공보처 (민주공동체의식개혁운동 공모사업참가)
• 한국담배인삼공사(교육캠페인 후원)

지자체 (2)
• 서울시 (시정참여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의제21제정사업)

대중매체 (1) • 교육방송 (교통문화의식개혁 캠페인)

외국기관 (1) • 일본교통권학회 (상호학술교류, 강연)

71 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정부기관 (1) •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수단)

지자체 (2)
•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교육/ 책자발행)
• 서울시 의회 (버스제도 개선)

기업 (1) • 삼성화재 (교육자재 지원)

대중매체 (1) • 한겨레 (지하철 개선)

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7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기관 (2)
• 노동부 (여성정책간담회)
• 정무제2장관실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대회)

기업 (1)
• 경총 (토론회/ 국민경제사회협의회 활동/ 최저임금심위활동/ 남녀

고용평등의 달 기념대회)

대중매체 (2) • 동아일보, KBS (대선후보 초청간담회)

정당 (1) • 국민회의 (정책간담회)

외국기관 (6)

• ILO (총회참석/ 대표단파견/ 한국총파업지지)
• ICFTU, 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자문위원회 (고용시장문제에 관한 

워크샵개최)
• 국제상업사무노련 (세미나 공동개최)
• 미국UPS노조 (미국운송노조 파업투쟁지지)
• 베트남노총 (초청방문 교류)

7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중매체 (3) • 한겨레신문, 월간 말, 월간 길 (공동토론회 개최)

75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지자체 (1) • 각 지자체 (8.15 통일행사)

대중매체 (1) • 한겨레신문사 (북녘동포돕기 모금사업)

76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정부기관 (1) • 공보처 (민주공동체의식실천사업)

외국기관 (1) • 일본생활협동조합 및 유기농업단체 (상호연수단 방문교류/ 현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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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의료보험통합연대회의

정당 (2) • 국민회의, 한나라당 (의보통합법안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개인수준 참여)

외국기관 (1) •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행사후원)

7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부기관 (1) • 한국노동연구원 (정책교류)

외국기관 (6)

• Asian Migrant Center
• Asian Monetary Research Center
• 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Center
• Migrant Forum in Asia
•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 Asian Regal Resource Center

79 부천연합

지자체 (1) • 부천시 (북한동포돕기사업)

정당 (1) • 국민승리 21 (15대 대선참여)

80 원주민주청년회 -

81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정부기관 (1) • 농림부 (우리밀판매촉진사업) 

지자체 (5) •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지자체 (우리밀 판매촉진)

대중매체 (3)
• 강원일보 (연어살리기운동)
• 일간지, 방송사 (우리밀 판매촉진)

82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지자체 (1) • 부산광역시 (무질서 불친절 비청결 추방운동)

83 울산민주시민회

기업 (1) • 경남은행 (환경영화제)

대중매체 (1) • 울산지역방송 (환경영화제)

84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지자체 (1) • 대전광역시자치행정과 (현장체험-대전시장시민교실을 통한 시민교육)

대중매체 (1) • 대전방송 (민선자치2주년기념 토론회 공동개최)

외국기관 (1) • 구마모또현민의회 (종군위안부 교과서기술 삭제요구)

85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중매체 (1) • 미디어 오늘 (국제노동미디어 97)

외국기관 (2) • 미국Labor Net, 영국LaborNet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개최) 

86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

87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기업 (1) • 전경련 (정책토론회; 돈안드는 선거문화)

대중매체 (1) • 시사저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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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녹색소비자연대 정부기관 (5)

• 재정경제원 (물가안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가격감시/ 과대광고 감시)
• 환경부 (쓰레기처리 캠페인)
• 통상산업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감시)

96 부산경실련 -

97 민가협 대중매체 (4) • CBS노조, EBS노조, KBS노조. MBC노조(양심수 석방 캠페인) 

<조사 미완결 운동단체>

 88 서울YMCA

 89 대구환경운동연합

 90 울산환경운동연합

 91 원주환경운동연합

 92 환경운동연합(환경련)

 94 군산환경시민운동연합

 95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