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전체회원조합이사장

(경 유)

제  목 2018 해외 협동조합 탐방 참가 모집 안내

1. 귀 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학생협연합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국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

의 다양한 협동조합간의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대학 상업화 등 대학생협의 위협요인에 대해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운영’

사례 견학으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싱가포르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

력으로 다음과 같이 탐방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조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교 육 명 : 2018 해외 협동조합 탐방

나. 일시장소 : 2018. 1. 30.(화) ~ 2. 3(토), 싱가포르

다. 참가대상 : 회원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15인

라. 프로그램 (안)

 1)싱가포르 캠퍼스 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 사례 견학(4개 학교)

 2)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의 지원 활동 견학

마. 참가비용 및 신청 안내

 1)참가자당 180만원(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별도)

 2)참가 신청인원이 12명 미만시 탐방 취소

 3)인원 확정 및 항공권 발권에 따라 참가비용 변동 가능

 4)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발송(univcoopkr+edu@gmail.com)

 5)신청기한 : 2017. 12. 12(화) ~ 26(화) 까지

 6)진행문의 : 조직교육팀(070-7510-2750~1)

# 붙 임  1. 해외 협동조합 탐방 일정(안) 및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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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육 일 : 2018년 1월 30일(화) ~ 2월 3일(토)

    ○ 교육장소 : 싱가포르

    ○ 작    성 : 조직교육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해외 협동조합 탐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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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협동조합 탐방 기획(안)

가. 연수 목적

1) 현재 한국의 대학생협들은 조합원의 참여 부족과 관심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 동력 정체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타 국가의 조합원의 사업 

및 정책 참여 사례 견학을 통해 회원조합의 활동 및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2) 국제협동조합연맹 아태지역분과 대학/캠퍼스 협동조합위원회의 국제교류를 통해 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의 조합원 참여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나.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일시(안) : 2018. 01. 30.(화) ~ 2018. 02. 03.(토) / 3박 5일

2) 프로그램 장소 : 싱가포르 일대(싱가포르협동조합연합회, 학교 4곳, 생협 1곳)

3) 숙    소 : The Seacare Hotel

4) 참가대상 : 연합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15인 이내

5) 참가비용 : 1인당 180만원(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별도)

6)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 기관 및 활동소개

나) 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기관 소개 및 견학

7) 일정계획(안)

   

일정 1월 30일(화) 1월 31일(수) 2월 1일(목) 2월 2일(금) 2월 3일(토)

오전 - 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

학교방문 ②

Raffles

현지문화체험

출발/도착

오후A 출발/도착
학교방문 ③

CJC

오후B 오리엔테이션

학교방문 ①

Coop @NTU

학교방문 ④

NP Coop
-

소비자

협동조합 방문
평가 및 토의

    ※ 상기 일정은 싱가포르 측과 협의 중이며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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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 기관 세부 안내 

1) 싱가포르 협동조합 연합회 (SNCF)

가) 1980년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84개의 기관이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음.

나) 총 4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음 : 신용(23개), 소비자(30개), 서비스(26개), 

캠퍼스(5개, Coop Club 12개)

다) 캠퍼스 협동조합 

(1) 캠퍼스 협동조합은 MCCY(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Coop Club의 경우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교육부 관리를 

요청 중)

(2)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퍼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체험과 관련하여 서비스, 소비자 부문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① 협동조합 설명회(Cooperative Awareness Talk)

② 협동조합 전시회(Journey Wall Exhibition)

③ 협동조합 탐방(Learning Journey)

④ 지역 연계 프로그램(Community Outreach Program)

⑤ 직업체험 프로그램(Job Attachment Experience)

⑥ 네트워크 교류회(Cooperative Network Event)

(3) 기타사항

(가) 이외에도 다양한 캠프, 강연, 장학사업, 온라인 포털 운영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회원조합을 위한 지원하고 있음. 

(나) 연합회는 총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조합의 학생인턴 제도를 

통해 2명의 학생인턴이 활동하고 있음.

2) 대학/캠퍼스협동조합 

가) 난양기술대학협동조합 (Coop@Nanyang Technological Univ. Ltd. / Coop@NTU)

(1) 난양기술대학은 1955년 설립되어 2개의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26,000명의 

학생과 10,000명의 교수, 직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캠퍼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2월 설립되었으며,  카페와 매점&기념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3) 조합원은 200명 정도이며(출자금10SGD), 비조합원도 사업 이용이 가능함.

(4) 졸업생의 경우에도 준조합원(Associate member)으로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출자금을 통해 조합이 운영되는 동력이라 여기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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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조합원은 매장 운영에 파트타이머로 일해 경험을 쌓고, 기념품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은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상품을 제작함. 

(6) 조합원 가입확대, 협동조합 알리기 등 활동 계획 중이며, 연합회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예정임. 

(7) 싱가포르는 법에 따라 학교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NTU의 경우에는 예외로 

카페에서 음식을 판매함.

나) 니안폴리텍대학협동조합 (Ngee Ann Polytechnic Consumer Cooperative, NP)

(1) 학교는 1963년 설립, 협동조합은 1971년 설립되었음. 

(2) 캠퍼스에는 16,000명의 학생, 1,700명의 교수, 직원이 등록되어 있음. 

(3) 서점 사업을 시작으로 문구점, 매점, 학위복 대여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교수/직원조합원 350명, 학생 조합원 700명이 가입.

(4) 학생은 출자금을 내지 않지만, 투표권은 있음. 졸업생은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음.

(5) 학생위원회가 구성되어 7명이 활동 중이며, 기념품 공모전, 행사, 홍보, 판매 등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활동하고 있음. 

(6) 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시네마 대여 및 영화 상영), 인턴십, 장학 프로그램, 학교 

행사 지원 등을 진행함.

(7) 매장 일부에 Coopbiz라는 공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다) 카톨릭 주니어 대학협동조합 (Catholic Junior College)

(1) 1975년 설립되었으며 1,200명의 재학생이 있고, 협동조합은 1976년에 설립됨. 

(2) 학생들은 NEXUS라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활동하고 있고, 판매/수요조사/운영 등을 

학생들이 맡아서 진행함. 

(3) 학생들은 NTUC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 YES 2017에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하는 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4)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98% 정도가 외부기업이 운영하는데 반해, CJC의 매장에서는 

유니폼, 문구류, 서적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데 발생하는 잉여는 다시 

캠퍼스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5) 특별판매 활동도 하는데, 수익금은 교내 장학금 및 조합 운영비로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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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협동조합 Coop Club

가) 래플스 고등학교 (Raffles Institute)

(1) 이 학교에서는 학교 로고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Coop Club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음.

(2) 싱가포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서점 및 매장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며,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티셔츠, 양말, 가방 등을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음. 

(3) 품목에 대해서는 Coop Club에서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여 초안을 마련함. 

(4) 소셜미디어, 포스터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수익의 20%는 학생의 복지에 

80%는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5) 선생님 및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패 사례도 

직접 겪어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여하지 않음. 

(6) 작년의 경우 2번의 판매를 통해 4,000 SGD의 순이익이 있었음. 

4) 숙소 : The Seacare Hotel(SNCF 운영 협동조합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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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신청서

가. 전자우편 (univcoopkr+edu@gmail.com)

나. 신청기한 : 2017. 12. 12(화) ~ 2017. 12. 26(화) 까지 발송 

다. 기타 문의 : 070-7510-2750~2751(조직교육팀 정선교, 김수진)

  

이름 (국/영)

생년월일

소속/직급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여권정보

※ 여권사본 제출

여권 번호

발급일

만료일

1) 알레르기 정보 및 기타 요청사항 있을 시 함께 적어주세요.

2) 참가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3) 세부 일정은 참가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