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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출자하여 만든 비영리 특별 법인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출자한 구성원 들로, 후생복지서비스로 발생한 잉여(수익)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환원됩니다.

대학생협은 대학안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생협은 협동조합입니다.

학 생

출 자 사업이용

사업운용환 원

교 원 직 원

서 점 자판기 문 구카 페

대학생협 복지서비스 시스템

식 당 매 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

[協同組合]  [발음 : 협똥조합]  [koʊ|ɑ:pərətɪv]

협동조합 Cooperative



1989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건설준비위원회 발족

1990  조선대생활협동조합 창립, 공동구매 시작

1994  연세대생활협동조합 창립, 

          한국외대생활협동조합 창립

1996   환경사업 시도

1998   이화여대생활협동조합 창립

1999   숭실대생활협동조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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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특별법 개정

            대학캠퍼스 상업화와 대학생활협동

          조합의 역할 토론회 개최

2012   군산대생활협동조합, 부경대생활

          협동조합, 제주대생활협동조합

          한국해양대생활협동조합 창립,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창립

2013   목원대생활협동조합, 안동대생활

          협동조합, 전북대생활협동조합 

          충남대생활협동조합, 충북대생활

          협동조합, 한국방송통신대생활 

          협동조합 창립

2013   ICA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샵 개최

2014   25주년 심포지엄 개최, 국제협동

          조합연맹 가입, 동아대생협 창립

2015   강릉원주대생활협동조합 창립

          대학생 캠퍼스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000  서울대생활협동조합, 

         인하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1  강원대생활협동조합, 경북대생활협동조합, 

         세종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2  한일학생교류세미나 시작

2003  경희대생활협동조합, 

         국민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4  경상대생활협동조합, 

         동국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5  상지대생활협동조합, 

         인천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6  부산대생활협동조합, 

         창원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7  금오공대생활협동조합, 

         전남대생활협동조합 창립

2008  한국기술교육대생활협동조합 창립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건설준비위원회 발족

대학복지환경을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민주적

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구성원들과 혜택을 나

누고자 대학생협연합건준위 발족.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학생협이라는 본격적인 씨앗을 뿌리

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창립

협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대학생협을 제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대학생협연합회가  연합건준위로 출발

한지 22년 만에 창립되었습니다. 강화된 연대를 통

해 대학복지의 명실상부한 대안으로, 민주시민을 양

성하는 교육의 기관으로, 대학과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복지의 공간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실

현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첫 조합 설립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숭실

대생협이 첫 생협법인으로 창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세종대 등 대

학생협 설립이 이어서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가치 확대와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화 

대학 상업화의 대안으로서, 교육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제도적 정비 추진과 함께,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고 협동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

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1989
2011

공동구매 시작

컵, 공책 등 생활문화용품 공급을 시작으로 협

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의 역사가 시

작됩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생협들의 소식을 

모은 소식지「대학생협」이 창간되어 10여년간 

발간되었고,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첫 대학생

협으로 조선대생협이 창립하였습니다.

1990

1999

2016

1989 2000 2010

대학생협은 지난 30년간 

협동의 가치를 확대하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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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협은 

이래서 꼭 필요 합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교수,직원,학생들이 학내에서 연구,

행정업무,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복지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구성원들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와 상생의 대학문화를 만들고, 이에 따

른 혜택은 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학생협 시스템은 구성원의 복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학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대학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지원

구성원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딱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 발전의 필수요소 입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 소개

구성원에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조직운영

지역과 대학간 상생의 연결고리
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한가지, 대학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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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생협

경희대생협  T. 02. 961. 0233

국민대생협  T. 02. 910. 4952

동국대생협  T. 02. 2260. 8958

서울대생협  T. 02. 880. 8556

숭실대생협  T. 02. 820. 0077

연세대생협  T. 02. 2123. 4024

이화여대생협  T. 02. 3277. 3284

인천대생협  T. 032. 835. 4720

한국외국어대생협  T. 031. 330. 4192

한국방송통신대생협  T. 070. 4649. 5254

서울과학기술대생협  T. 02. 971. 8131

강원권 대학생협

강릉원주대생협  T. 033. 640. 2037

강원대생협  T. 033. 250. 7411

상지대생협  T. 033. 738. 7808

경상권 대학생협

경북대생협  T. 053. 950. 6041

금오공과대생협  T. 054. 478. 7050

안동대생협  T. 054. 820. 7490

경상대생협  T. 055. 772. 0931

부산대생협  T. 051. 510. 3748

창원대생협  T. 055. 213. 2071

부경대생협  T. 051. 629. 5693

한국해양대생협  T. 051. 410. 4027

동아대생협  T. 051. 200. 6152

충청권 대학생협

충북대생협  T. 043. 261. 3013

한국기술교육대생협  T. 041. 560. 1452

목원대생협  T. 042. 829. 8238

충남대생협  T. 042. 821. 5061

전라권 대학생협

전북대생협  T. 063. 270. 2151

군산대생협  T. 063. 469. 4005

전남대생협  T. 062. 530. 1092

조선대생협  T. 062. 220. 2750

제주권 대학생협

제주대생협  T. 064. 754. 2392

수도권 대학생협

충청권 대학생협

전북권 대학생협

전남권 대학생협

제주권 대학생협

경남권 대학생협

경북권 대학생협

강원권 대학생협

대학생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운영과 대학 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 온 

대학생협은 대학 내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급고 2,000억원

대학생활협동조합 현황 

35억원 출자금

학생 46%, 교원 26%, 직원 28%

대학생협 출자금액

46%
28%

26%

14만명 조합원

학생 93%, 교직원  7%

대학생협 조합원수

93%

7%

33개 대학생협

국공립 60%, 사립  40%

대학생협 설립수

국공립(20)

60%
사립(13)

40%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한가지, 대학생협



대학생협 미션

대학생협의 핵심 가치는 

협동, 복지, 상생 입니다.

대학생황협동조합은 대학구성원들에게 

풍요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협동의 가치를 폭넓게 실현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협동 : 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운영

Cooperation協同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조합원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민주적인 참

여 속에서 함께 해결하며 협동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복지 : 풍요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福祉 Welfare

연구와 학업,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

적이고 질 좋은 후생복지서비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믿을 수 있는 후생복지서비스 외에도 

구성원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생 : 협동과 상생의 대학문화 실현

Mutual Interest相生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나눔, 순환, 환경 등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과 상생의 대학문화

를 만들어 갑니다.

10 11Univcoop Vision, Mission

대학생활협동조합 가치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한가지, 대학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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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안내 

01_  설립면담

05_  법인설립인가 06_  법인설립등기 07_  사업자등록 08_  연합회가입

02_  설립준비위원회 03_ 발기인회 04_  창립총회

대학생협연합회에서는 

조합의 시작과 절차, 

적정성 여부등 설립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을 취득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사업

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

습니다.

생협법인은 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공동구매사업, 교육, 

정책, 홍보 등 조합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을 받을수 있습니다. 

설립필요성을 공감하는 

교직원과 학생등 구성원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과 연구등 설립

준비를 진행합니다.

30인으로 구성되며 설립

동의자 모집(300명 이상)

과 출자금 수납(3천만원),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수

립, 임원후보 선정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2/3이상

의 찬성의결로 정관과 

사업계획안을 확정, 

임원 선출등 조합을 만드

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학생협 설립절차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한가지, 대학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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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협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연합조직으로 

교육서비스, 공급서비스, 경제사업서비스, 각 대학생협 및 유관단체와 네트워크, 

대정부활동등을 통해 대학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02_ 구매력결집 공동구매 각종교육 등 연대사업 진행 회원조합 지원

03_ 연대회의 참여 공동구매 진행 교육연수 참여

01_ 회원조합간 네트워크 일상적 정보교류

회원조합

회원조합

회원조합

회원조합

회원조합

대학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주요사업현황

국제교류사업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학생협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통해 

아시아 지역 12개 나라에 한국의 대학생협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출판사업

각종 교육교재 및 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대학생협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사업

연합회에서는 공동구매, 공동계약 활동을 통해 매점, 식당, 카페, 문구, 자판기등 

회원조합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지원사업

대학생협의 활동과 상생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상담’, ‘자료제공’, 

‘컨설팅’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조합들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조합원, 임원, 실무자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대정부사업

여러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회원조합들의 힘을 모아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협연합회 활동, 사업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한가지, 대학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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