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 래 - 

○ 일시 : 2016년 5월 18-25일 중 귀사에서 지정한 일시

○ 장소 : (주)이마트 본사 

○ 참석자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시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www.kfem.or.krwww.kfem.or.krwww.kfem.or.kr

▪수  신 : (주)이마트 김해성, 이갑수 대표

∎문서번호 : 2016-067

▪제  목 : (주)이마트 대표 면담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4개 지역조직, 5개 전문기관, 7개 

협력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지부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3.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70%를 발생시킨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

습니다. 귀사에서도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속과는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귀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담당자: 김혜린(naserian@kfem.or.kr) 휴대폰: 010-6426-2515 
(우)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 02)735-7000▪Fax. 02)730-7020



- 아 래 - 

○ 일시 : 2016년 5월 18-25일 중 귀사에서 지정한 일시

○ 장소 : 롯데마트 본사 

○ 참석자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시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www.kfem.or.krwww.kfem.or.krwww.kfem.or.kr

▪수  신 :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문서번호 : 2016-068

▪제  목 : 롯데마트 대표 면담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4개 지역조직, 5개 전문기관, 7개 

협력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지부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3.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70%를 발생시킨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

습니다. 귀사에서도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속과는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귀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담당자: 김혜린(naserian@kfem.or.kr) 휴대폰: 010-6426-2515 
(우)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 02)735-7000▪Fax. 02)730-7020



- 아 래 - 

○ 일시 : 2016년 5월 18-25일 중 귀사에서 지정한 일시

○ 장소 : 홈플러스 본사 

○ 참석자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시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www.kfem.or.krwww.kfem.or.krwww.kfem.or.kr

▪수  신 : 홈플러스 김상현 대표

∎문서번호 : 2016-070

▪제  목 : 홈플러스 대표 면담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4개 지역조직, 5개 전문기관, 7개 

협력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지부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3.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70%를 발생시킨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

습니다. 귀사에서도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속과는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단체는 귀사가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담당자: 김혜린(naserian@kfem.or.kr) 휴대폰: 010-6426-2515 
(우)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 02)735-7000▪Fax. 02)730-7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