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실적
보고서

Sustainable Report

「제1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의 8개 목표에 대해 

연도별 도달점 확인과 보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제 1 차 생 활 클 럽

행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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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4식량주권의 개념을 기축으로 한 일본 국내 생산의 추구와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 

12누구나 그 사람답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사회를 만듭니다. 

11원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 

9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 

7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13빈곤과 고립을 간과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 
돌보고 다양한 있을 곳과 일자리를 만듭니다. 

중요목표6

16숫자로 보는 동향과 추이DATA

18MESSAGE

15정보 개시와 자주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스스로 생각, 결정, 실행합니다.중요목표8

14비전(非戦)과 공생의 입장을 관철하여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중요목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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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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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내용에 대해】 이 보고서에 게재된 활동 및 데이터는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실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각 항목마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제2차 행동선언으로

기후 위기, 탈 플라스틱 대책, 식품 
손실 감소, 다양한 근로 방식 실현 
등, 새롭게 대처해야 할 과제에 
대한 목표를 책정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18로

중요목표１

중요목표2

중요목표3

중요목표4

중요목표5

생활클럽은 SDGs의 이념에 따라 동시에 그에 머무르지 않는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제1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은 SDGs 이념에 따라 동시에 SDGs에 머무르지 않는 생활클럽의 대책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진해야 할 것을 정리한 선언입니다. 8개 중요목표를 내세우고 생활클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2020 회계 연도의 도달점과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SDGs가 목표로 하는 세계를 한층 너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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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표

식량 주권의 개념을 기축으로 한 
일본 국내생산 추구와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 

생명산업인 제1차 산업에 있어서 종자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 자급을 
추구하고 생산 정보의 개시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배려하여 합의에 근거한 조달을 실행합니다.

청과물과 쌀, 우유, 계란, 육류 등 자연에서 
채취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 1차 산품
생활클럽에서는 취급하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상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료라는 생각을 담아 ‘소비재’라고 칭합니다.

＊3 소비재
매일 기본 먹거리인 우유, 계란, 쌀, 육류 등의 1차 산품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비전(전망)」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이러한품목을 ‘비전푸드’라고부르며
공동구입을통해서생산자와의제휴관계를강화시키고미래의안심먹거리실현을지향하고있습니다.

＊4 비전 푸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추진한다

가정에서 소비하는 기본 식재료이며 다양한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1차 산품＊1

을 만들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휴 생산자와 함께 일본 국내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쌀＊2'를 만드는 야마가타, 나가노, 

도치기, 미야기 등 4개의 주요 산지 중심으로 각 생산지역과 지역 전체의 

연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 등 먹거리를 뛰어넘는 도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함께 일본 국내 자급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합원과 제휴 생산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도 

활용하면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산지를 방문해 소비재의 생산에 

대해 배우는 ‘생산자 교류회’를 비롯해 생산자를 각지의 생활클럽으로 초대하는 ‘소비지 

교류회’나 ‘학습회’도 개최. 가공용 토마토의 심기나 수확에도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휴 관계를 돈독히 한다

생활클럽의 주문 방법 중 하나로, 조합원이 예약한 소비재＊3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야쿠라부’가 있습니다. 매주 주문을 서포트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쌀, 우유, 계란, 청과물을 예약할 수 있는 ‘비전푸드＊4 요야쿠라부’는 예약을 

통해 조합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전망하고 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세우기 용이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으로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4개
생산지
합계

쌀 주문수량

2020년도 실적

2020년도 실적

야마가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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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푸드 요야쿠라부 예약률*

■ 생산자와의 교류회나 산지 견학회 등 참가인원수

쌀 ％51.1계란

％44.2우
유 ％5.0청과물

1,368,562 봉지

107.9％ 107.6％2019년 대비

2020년도 2030년도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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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0명

우유

※5,269명2020년도

일본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식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의 경우에도 소비재로서의 

기준은 일본산과 동일합니다. 바다를 넘어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여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풍성해지는 제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자와의 유대

■ 쌀·계란·우유·청과물을 예약한 조합원수

2020년도의 실적과 2030년 목표

2020년도의 실적과 2030년 목표

미야기현

나가노현

도치기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각지의 조합원이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방을 방문하는
대규모 교류회. 며칠간 쌀이나 청과물, 가공품 등의 생산자와 교류합니다.

토마토 주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토마토의 심기와 수확에 
조합원이 참가. 수확기를 맞이하는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산지에 조합원이 직접 가서 소비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전력 산지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조합원을 방문해 학습회나 요리 강습회 등을 개최.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비재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파머스 쉬림프' 생산자를 
방문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축산물 사료가 되는 
Nom-GM 옥수수 시찰 방문했습니다.[내역]2020년도/쌀:55,254명, 계란:108,609명, 우유:94,744명, 

청과물10,194명   2030년도 목표 / 쌀:90,000명, 계란:180,000명, 
우유:180,000명, 청과물: 60,000명

쇼나이
교류회

계획적
노동참가

산지
교류회 학습회

소비지
교류회

베트남 미국

5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바란공
(Balangon) 바나나’가 30여년간 
조합원들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생활클럽의 쌀은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품종과 농업 방법을 
논의하여 ‘공동개발’합니다. 조합원들이 먹고 싶어 하고 생산자가 
생산하고 싶어 하는 쌀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2 공동개발 쌀

약1% 달성!

약53% 달성!

수량 금액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2020년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교류회나 산지 견학회 
대부분이 연기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185,415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400,000명

※ 예약할 수 있는 소비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과물 예약은 2020년부터 7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표

2030

목표
2030

1

각지의 생활클럽에서 소비재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심화시키고 생활클럽의 
다양한 활동을 알게 되는 학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클럽 제휴 축산 생산자는 소와 돼지, 닭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축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항생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사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병 치료는 제외).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
우선으로 축산물 육성

닭고기·계란의 ‘일본산 닭 품종’의 생산과 확대에 힘쓰며 

수입에 의지하지 않는 품종의 자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먹는 닭이나 계란을 낳는 닭의 대부분은 3세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외국에서 병아리를 수입해서 키운 것. 일본 

국내에서 품종 자급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기후 풍토에 맞는 

형질이나 일본 국내의 기호에 맞게 품종을 개량하기가 쉬워집니다.

첨가물이나 약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삭감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식재료의 사용법이나 
섭취 방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앗빠레소다치’ ‘하레바레소다치’야채의 공급 비율의 추이 (3개년)

■일본에서 육종하고 개량한 '일본산 닭 품종' 사육수

중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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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합성 농약이나 항생물질 등의 사용을 삭감

일본 국내 자급과 소비재의 품종의 생산·출하·폐기까지 추구

식량 주권의 개념을 기축으로 한 일본 국내 생산 추구와 공정한 조달을 실시합니다.중요목표　1

■MSC인증 원료를 사용
　한 소비재의 주문수량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
　계획·생산이력의 개시

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 

100％

앗빠레소다치

하레바레소다치

재배기간 동안 화학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재배기간 동안 화학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천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과 환경을 배려하여 적절하게 관리된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인 증거.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사용이 바다와 물고기  보호로 이어집니다.

일본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품종의 유지와 개발

생활클럽의 야채는 모두 '어스메이드 야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화학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생산자와 

함께 흙 만들기부터 시작해 ‘언제·누가·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재배 이력을 모두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앗빠레소다치’, ‘하레바레소다치’ 야채는 독자적인 

기준 아래 철저한 품질관리로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 ‘언제·누가·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이송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조합원에게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을 사용한 소비재의 

일부에 「MSC 인증*5」의 수입 원료를 사용. 인증이 된 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수산자원과 환경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개시

3,792마리

(9 농장)

소

10.9만 마리

(46 농장)

돼지

240.7만 마리

(30 농장)

닭

＊5 MSC인증

어스메이드 야채의
로고 마크

닭고기계 란

닭고기계 란

만 마리53.8
2020년도 약90% 달성!

약80% 달성!

만 마리186.9
2020년도 약78% 달성!

약81% 달성!
만 마리240.7 만 마리3002020년도 총 총

102만
8,204점

2017년도 2020년도

24.4％
17.6％

2030년도

30％

일본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나 닭, 소 등에게 주는 사료의 7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사료로부터 일본산을 목표로 

하고 사료용 쌀을 쓰기 위한 도전이나 사료용 작물의 재배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23.3

2020년도

％35
축산 사료도 일본산으로게다가

게다가

농약을 최대한 줄인 
야채를 위한 대처

만 마리240만 마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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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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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030

목표
2030

목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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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실시한 식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생산에 반대합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폐기의 각 단계에서의 친환경을 배려함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에 대처합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을 실현

병과 우유병은 세척해서 재사용 우유병 뚜껑과 피킹 봉투는 재활용

생활클럽들은 용기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4년부터 소비재 병의 용기 

규격을 몇 가지로 통일하고 회수하여 재사용(리유즈)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유병 뚜껑이나 소비재의 배달에 사용하는 피킹 봉투 등, 플라스틱류의 회수·

재활용까지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사용과 재활용의 구조를 Gar-

bage  Reduction for Ecology and Earth＇s Necessity(지구 생태계를 위한 

쓰레기 감량)의 머리 글자인 GREEN에서 「그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년 이상에 걸친 활동과 

실적을 평가받아 「제6회 환경성 굿 

라이프 어워드 환경 부장관상(NPO·임의 

단체 부문)」을 수상. 조합원이 지속해 온 

활동이 사회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목표

3

8 9

소재의 장점을 살려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재 만들기

소재 본연의 맛, 식재료에 관련된 지혜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먹거리 실현을 도모합니다.중요목표　2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

용기포장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비오사포’란, 생명을 뜻하는 ‘BIO’와 ‘미_美’를 합성해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한다는 의미의 조성어. 음식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 만들기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균형잡힌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도 발신하고 있습니다.

＊6 비오사포

생활클럽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가물

93개 품목

822개 품목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것은 모두 공개한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822개 품목. 생활클럽에서는 그 약 

1/10만을 허용하고, 사용 용도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한 식품을 사용하여 영양 균형이 잡힌 섭취 방법을 

조합원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가 가지는 영양을 살린 소비재나 

전통적인 제법과 조리 방법으로 만든 소비재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오사포 활동을 조합원이 이해하고 

날마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학습회를 개최. 식단 

짜는 지식을 전하는 강좌와 육아 

지원 강좌, 시니어 세대의 건강 

유지에 대한 강좌 등도 있습니다.

※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에는 '지정 
첨가물' '기존 첨가물' '천연 향료' '일반 음식물 첨가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재된 822개 품목과 93개 품목(원재료 
캐리오버 및 분유의 영양소는 제외)은 '지정 첨가물' '기존 
첨가물'을 가리킵니다.

필요없는 식품첨가물은 사용치 않기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60%가 용기나 포장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가급적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미료나 주스 등의 용기를 몇 

종류의 R(재사용)병으로 통일하고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그린 

시스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린 시스템으로 병 용기를 재사용

비오사포＊6

식재료 세트

■비오사포 식자재 세트와 비쇼쿠햐쿠사이 누적품목수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건강을 서포트하는 소비재 
시리즈.

소비재와 일본산 
야채, 제휴 생산자의 
조미료를 사용한 
생활 클럽의 밀키트.

비쇼쿠햐쿠사이(美食百彩)

■비오사포 강좌 
　 참가 횟수

조미료나 주스 등의 R병 우유병 우유병 뚜껑 피킹 봉투■비오사포 강좌 
　 개최수 ▶우유병 뚜껑 재생 쓰레기 봉투로 ▶피킹 봉투나 재활용 원료로

식품과 강좌를 통해 조합원의 건강하고 생동력 있는 삶을 지원게다가

■허용 식품 첨가물

■조미료나 주스 등의 용기에 사용되는 
　R(재사용)병의 회수율

밀키트와 누구나 먹기 좋은 식품 개발 건강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정보를 발신

개 품목2,804
2020년도

품목644품목
회

회

2392020년도

■자체 기준에 따라 필요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소비재의 누적수

약68% 달성!

약92% 달성!

약37% 달성!
22
2020년도

80 회

회362
2020년도

1,600

％73.6
2020년도

약28% 달성! 약23%달성!

※ ※

%80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강좌도 개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강좌를 60회 개최, 905명이 참가했습니다.

2 02 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202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202 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202 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개 품목4,097목표
2030

목표
2030

목표
2030

목표
2030

목표
2030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만들고, 연대와 공동 구매를 통해 선택하는 사람과 사업자를 
늘려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조합원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한  비누 (세탁용·
주방용)의 양으로 보아 
일반적인  합성세제를  
사용할  경우에  배출될  
합성계면활성제의 양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3.52ｔ 37,558ｔ

생활클럽 전기 이용자와 발전소를 늘린다
각 지역의 생활클럽과 생활클럽 연합회가 출자해 전력의 공급·판매를 하는 

(주)생활클럽 에너지를 설립.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생활클럽 전기」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휴하는 

생산지나 찬동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새로운 전원 개발을 진행시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자급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도쿄 돔

개분2.2

원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임합니다.

■2020년도 생활클럽 그룹의 CO2 삭감량

■생활클럽 전기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

■'생활클럽 전기' 계약한 건수(저압)

10 11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의 자급과 공동구매 추진

■조달 전원 비율
　(2020년도)

생활클럽 그룹의 CO2 배출량을 삭감

일상생활의 선택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지킨다.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책에 힘씁니다.중요목표　3

※바이오매스는 (주)생활클럽 에너지가 제휴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발전소의 아이콘은 지자체별로 표시

발전소 수는 2021년 현재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의 CO2 삭감량을 용적으로 나타내면 도쿄돔 2.2개분

■생활클럽 그룹 CO2 배출량의 기준년에 대비해 
　삭감한 비율

지구를 과열화하는 온실효과가스(CO2/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소비재의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줄이기 위해 생활클럽 그룹 전체가 삭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0% 삭감(2013년 대비), 2050년에는 

한없이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을 2050년까지 한없이 ‘제로(0)’로

비누의 이용을 권장하며 석유나 유지 등을 원료로 한 

합성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합성세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60% 

이상은 합성세제 성분. 천연 

유지와 알칼리가 원료인 비누는 

배출 후에 세척력은 물론 독성도 

없어져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성 세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한 식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책완료 
1,694품목

5%미만 대책요구
11품목
0.6%

1%미만 대책요구
220개 품목

11.3%
5%이상 대책요구

7품목
0.4%

87.7%

■합성계면활성제 추정 감축량

■Non-GM 사료 사용량

■GM 대책완료 소비재의 비율

268
삭감!

만㎥

생활클럽 그룹의 각 시설의 목표를 높여 CO2 배출량 40% 삭감을 
목표로 합니다.

〔t〕

2013년도 2020년도 2030년도
0

30,000

15,000

23,896

기준치
 100％

18.1％
절감

29,164

17,492(잠정치)

40%
절감!

2020년도 건16,091

61개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 등)

13.9%

기타

34.6%

FIT전기
(태양광) 

13.3%
FIT전기
(바이오매스) 

32.9%

FIT전기
(풍력) 

4.5%

FIT전기
(수력) 

0.8%

어떤 특정 성질을 만들기 위해 미생물 등 다른 생물의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유전자에 끼워넣는 작업을 한 작물을 
말합니다.(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7 유전자 조작 작물 (GM작물 / GMO)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녹아웃(Knock-out)’과 
특정 유전자를 외부에서 삽입하는 ‘녹인
(Knock-in)’ 두 종류가 있습니다. 

＊8 게놈 편집 식품

생활클럽 풍차 ‘유메카제’(아키타현) 쇼나이·유사 태양광 발전소(야마가타현)

아이즈전력(주) 오쿠니 태양광 발전소(후쿠시마현) 생활클럽 솔라 다마미나미 발전소(도쿄도)

2 02 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202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4

목표

2030목표

2030

목표

2030목표

2030

생활클럽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하여 그 

생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휴 생산자와 협력하여 식품의 

원재료, 축산물 사료에도 유전자 조작 작물*7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놈 편집*8된 원재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클럽 전기는 2030년도의 목표로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지향합니다

※ 상기 수치는 생활클럽 사업소 및 관련시설(고압)과 생활클럽 조합원(저압)에 대한 공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신 조달 전원 비율은 (주)생활클럽 
에너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생활클럽 에너지가 이 전기를 조달하는 비용의 일부는 (주)생활클럽 에너지 이외의 이용자를 포함해 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신 재생에너지에 관한 부과금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으며, 이 전기의 CO2 배출량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등을 포함한 전국 평균의 CO2 배출량을 
가진 전기로 취급됩니다.  ※기타 임밸런스(imbalance) 등에는 이전의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 임밸런스 (보충) 공급 받은 전기와 타사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전기의 
일부로 발전소를 특정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로 취급됩니다. 2019년도의 CO2 배출계수(조정 후 배출계수)는 0.395입니다. (단위:kg-CO2/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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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낳는 빈곤을 외면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취약계층을 고립시키는 사회구조 변혁을 위해 긴밀한 
사회보장을 구축합니다.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고 누구나 역할을 맡아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중요목표 빈곤과 고립을 간과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서로 돌보고 다양한 
있을 곳과 일하는 방식을 만듭니다.

조합원간의 상부상조 '에콜로 제도' 에콜로 제도 가입 조합원수

생활클럽의 독자적인 상부상조 시스템입니다. 제도 내용은 각 지역 

생활클럽마다 다르지만 조합원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현재 14개 지자체 생활클럽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복지 사업 및 시민 
활동의 환경 정비와 자원 창출을 추구합니다.

중요목표 누구나 그 사람답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과 사회를 만듭니다.

■다양한 사람을 돕는 지역 활동과 사업 ■개호 예방에 대한 대처와 건강 장수 활동

■생활클럽 그룹 복지사업에서 일하는 멤버 ■방재, 감재 활동과 재해시 지역내 상부상조

방재, 감재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켜 평소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 

워크숍을 개최. 또한 국민 공제 coop〈전노재〉가 주최하는 방재 

세미나와 제휴하여 인생설계 강좌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수※
거처 만들기에 대응

58 지역수※

개호 예방·건강유지 
활동에 대응

30

지역수※

복지에 종사하는 
생활클럽 그룹의

109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관한 서비스나 돌봄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 등에 대해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케어

교육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연쇄를 끊기 위해 지역에서의 학습 

지원이나 직업 훈련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보호하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해 일대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동반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역할 있는 설 자리 만들기

■먹거리 재분배와 식육 추진

생산자수

21개 단체
제공처 단체수

7개현28개 단체

인생설계
강좌 방재
워크샵
개최수

19개 강좌

참가인원수

204명

■사업소 수

251,292
245,363246,152

[명]

230,000

240,000

250,000

2018 2019 [연도]2020

마을 사랑방「와·온」
(도쿄도)에서 개최된 
커뮤니티  카페의  
모습

' 인 정  N P O 법인  
커 뮤 니 티 케 어  
마치네트 ' (치바현)
에서의 가계 상담 모습

인생설계 강좌의 
모습

다양한 세대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정든 지역에서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거처 만들기나 역할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비오사포 액티브 
시 니 어  강 좌 에  
참 가 한  조 합 원
(생활클럽 치바·
마츠도센터)

생 활 클 럽  나 가 노·
타츠노 지부를 중심으로 
설 립 한  N P O 법 인  
‘타츠노 자립지원 모임 
아카리’의 학습 지원

조합원이 자원봉사로 
식재의 구분작업을 
하 고  있 습 니 다 .
(푸드뱅크 가나가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세대의 건강한 일상 
식탁을 서포트하는 소비재 시리즈입니다.

＊9 비쇼쿠햐쿠사이(美食百彩)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하는 
활동 ‘비오사포’의 일환으로 시니어들의 
먹거리를 테마로 한 강좌입니다.

＊10 비오사포 액티브 시니어 강좌

※ 사업소가 들어선 자치단체수(시구정촌) ※ 사업소가 들어선 자치단체수(시구정촌)

일생을 통하여 지역내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아무도 누락되지 않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지역수※
가계상담 대응

8

지역수※
학습 지원 대응

10

65
건강 만들기의 지원으로서 간단한 운동방법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정보를 WEB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발신. 또 「비쇼쿠햐쿠사이(美食百彩)＊9」

소비재와 연동한 비오사포 액티브 시니어 강좌＊10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재를 만드는 생산자 모임 ‘생활클럽 친생회’와 제휴하여 생활클럽 

푸드뱅크의 대응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공처는 어린이 식당, 

이바쇼(거처) 운영 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양로 
노인홈
311

사업소수

개소921

방문개호
137

기타(건강 지원, 조사, 연구, 
장례 관련 등)：128

미니 데이서비스·
이바쇼(거처)
54

식사 
서비스：56

개호·복지용품 판매·
대여：5

방문간호：11 이동 서비스：47

소규모 다기능：13

주거(케어주택 포함)：23

그룹홈：9

특별양로 
노인홈：4

단기입소
(쇼트스테이)：7

상담사업(자택개호 지원센터·지역포괄 지원센터 포함) ：18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에 따른 사업：44

보육·
육아 지원

131「장애인종합
지원법」

에 따른 사업
94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64

자택개호
지원
76

단기입소
(쇼트스테이)
200

방문개호
3,230

보육·육아 
지원
1,757

소규모 다기능：251

방문간호：73

그룹홈
140

개호·복지용품 판매·
대여：82

기타(건강 지원, 조사, 연구, 장례 
관련 등) ：2,470

「장애인종
합지원법」
에 따른 사업

2,124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1,392

미니 데이서비스·
이바쇼(거처)
1,139

이동 
서비스
787

주거(개호주택 
포함)：348

상담사업(자택개호지원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포함)：124

자택개호 지원：413

식사 서비스
818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에 따른 사업
654

일하는 멤버

명16,313



조합원 주권에 의거한 조직운영을 기축으로 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SDGs 달성에 주체적으로 
임합니다. SDGs를 뛰어넘는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목표를 정하여 실행해 나갑니다.

생활클럽의 자주기준

중요목표

14 15

정보 개시와 자주 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스스로 
생각, 결정, 실행합니다.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와 점검을 진행합니다. 많은 의견을 모아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소비재의 자주기준 등록수
　(청과물 제외)

방사능 검사 활동

2011년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방사능에 의한 식품의 오염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개시. 

서서히 검사 장치의 수를 증강해 기준치를 보다 엄격한 

수치로 갱신해 왔습니다. 또한 검사 실적을 바탕으로 

위험이 적은 것으로 밝혀진 품목의 검사를 줄이고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검사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해외의 시민과 다양항 교류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발언권을 
발휘합니다.

중요목표 비전(非戦)과 공생의 입장을 
관철하여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기후위기를 Stop!  ‘미래로 이어가는♪ 에너지 액션!’

일본의 에너지 방식을 결정하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21

년 가을에 개정되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탈원전·탈탄소’의 3개 의견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미래로 이어가는♪에너지 액션!’을 개정안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부터 전개. 학습회의 개최나 서명 활동, 스탠딩 

액션, 지자체에 의견 제출, 퍼블릭 코멘트 제출 등 많은 조합원이 

액션에 참가했습니다. 모인 서명인 수는 전부 274,830명※ 

퍼블릭 코멘트는 생활클럽 연합회와 각지의 생활클럽, 조합원 

개인도 제출하여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사능 검사수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훈와리(부드러운) 치즈핫도그'을 만드는 (주)미사와식품 
(제조처 : (주)도쿄시타마치라보)의 점검 모습 (2019년)

생활클럽이 1989년에 수상한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어워드’의 창설 40주년을 
기념하여 원자력 자료 정보실과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이 공동 주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2021년 2월)

파푸아 뉴기니산의 ‘에린바리 커피’
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달성한 원두를 
농가로부터 일반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익의 일부를 학교의 건설 등에 
활용하고 있는 생산자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중요목표 8은 조합원 활동에 대해 정리한 SDGs에 
머무르지 않는 생활클럽의 독자적인 목표입니다.

경제와 사회에 관한 5가지 원칙과 환경에 관한 3가지 원칙, 그리고 공생과 자치에 관한 2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재나 활동의 하나하나에 반영되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1 소비재 10원칙

개인의 힘은 작아도 그것이 많이 모이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정책, 유전자 조작이나 식품 표시 등의 문제, 원자력 발전이나 

핵연료 사이클의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등, 생활에 밀접한 제도나 그 과제에 

대해서 의견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 의견서나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제출하거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진정이나 청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속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재검토와 국내 자급력 향상을 요구하는 의견서
·유전자 변형 갓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국가의 감시강화를 요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쌀곡물에 관한 식품 표시 기준의 재검토’ 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비누원료(지방산염)를 '화관법(PRTR법)'의 제1종 지정 화학물질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가 끝난 오염수(ALPS 처리수) 방출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롯카쇼 재처리 공장' 가동에 반대하는 의견서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생활클럽에서는 ‘소비재 10 

원칙＊11’에 근거하는 ‘자주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농업·어업

·축산·가공식품·생활용품 그리고 

모든 소비재에 공통된 용기포장·

방사능 분야로 걸쳐 적용됩니다. 

자주기준은 소비재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규격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소비재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재 Step Up 점검
조합원이 소비재 생산현장에 가서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온라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솔직한 

질문을 통해 생산자는 제조 측면의 

재검토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조합원은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소비재의 우수성과 생산자의 엄선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
경제적인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나 민족과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시민과 교류하여 상호 이해 증진

2020년도 실적

건8,461
누적 실시수

건132,613

2011년~2021년 3월말 현재

※ '앞으로 4년,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캠페인과 합동

2021년 6월에 개최한 ‘G7 정상회의 직전의 전국 액션’의 모습. 27만 명이 넘는 서명을 일본 수상과 3 명의 각료에게 제출. 
또한 국회의사당 앞 외에도 전국 122개소에서 스탠딩 액션을 실행했습니다.

품
목2,4792020년도

■2020년도에 제출한 의견서나 퍼블릭 코멘트

약95%달성! 약79%달성!

건1,2441997년~2021년 3월말 현재
누적 실시수

■소비재 Step Up 점검

Pick Up!
2021년도 활동

품목2,600 건1,570

202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2020년도의  실적과  2 03 0년  목표

소비재

10
원칙

소비재

10
원칙

경
제
와
사
회
에
관
한
원
칙

자
치

에
관한
원칙

환
경
에
관
한

원칙

목표
2030

목표
2030

87

※ ‘쌀의 생산지·품종·생산년도의 표시가 농산물 검사 증명에 의한 것인지, 기타 품질 확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기재는 임의 표시가 아닌 의무 표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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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동향과 추이
생활클럽 그룹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0년도 공동구매 이용자 수, 사업액, 출자금의 추이와 복지사업 사업액, 

공제제도 가입자 수 추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DATA 1  숫자로 보는 공동구매 사업의 동향과 추이 ］

［ DATA 2  2020년도 생활클럽 그룹의 복지사업과 공제제도 확대］

■조합원 수(업태별)※

■생활클럽 그룹 복지사업의 추이 ■공제제도 가입자 수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도쿄)/23구 미나미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기타도쿄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타마키타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타마미나미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가나가와)/요코하마미나미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요코하마키타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가와사키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쇼난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사가미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가나가와)/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사이타마)/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지바)/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나가노)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홋카이도)/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이바라키)/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야마나시)/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이와테)/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시즈오카)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아이치)/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도치기)/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아오모리)/생활클럽 야마가타 생활협동조합/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군마)
생활클럽 후쿠시마 생활협동조합/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오사카/생활협동조합 생활클럽 교토엘코프 /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나라)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시가)
생활협동조합 에스코프 오사카/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 도시생활/생활협동조합 쇼나이 친생회(야마가타)/생활클럽 공제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생활클럽 그룹
생활클럽 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33개 단협 1연합회]

관련 회사
주식회사 태양네트워크물류 / 신생낙농주식회사 / 주식회사 생활클럽 종합서비스 / 생활클럽 스피리츠주식회사 / 주식회사 생활클럽계란 / 주식회사 생활클럽에너지

5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350,000

400,000

250,000

[명]

20162015 2017 2018 2019

 

360,480

85,836

207,803

52,199

371,069

84,900

217,580

53,033
 

385,144385,144

82,572

229,819

56,798

399,849

78,158

243,382

60,165

2020[연도]

397,909397,909

81,207

240,224

58,899

■공급액(업태별)※ ■출자금 추이

[억엔]

410

440

2015 2016 2018 20192017

350

380

200

400

600

800

1000

[억엔]

2015 20172016 2018 2019 2020[연도]

 

230.6 202.8

528.9 581.7

86
88.7

846.3
874.0

186.3

624.1

93.0

904.2

179.1

629.8

96.2

905.9  

407

394

420

2020[연도]

437
448

466

사업액[천엔]

2016 2017 2018 2019 2020[연도]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18,000,000

20,000,000

2,045,382 2,313,821
2,646,659

17,335,24117,335,241
18,069,771

16,672,146

11,284,308 11,668,740 12,474,277

3,342,456
3,352,680

2,948,835

2,790,485

12,490,087

2,896,016

[명]

2016 2017 2018 2019 2020[연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32,545 33,815 35,283

108,338 107,104 105,556

42,464 45,532
48,678

35,811

189,083

103,595

49,677

36,385

188,973

102,337

50,251

생활클럽의 구조에 대해서
생활클럽은 생협입니다. 영리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조합원의 ‘출자’, ‘이용’,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은 자신들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돈(출자금)을 냅니다. 생협 
사업은 이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협을 탈퇴하실 때 출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조합원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각종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등 취급품이나 서비스, 활동에 대해 조합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운영합니다.

다같이 '출자'

다같이 '이용'

다같이 '운영'

반배송 데포(매장)개별 배송

보육개호 기타 상부상조 하구쿠미아이플러스

반배송 데포(매장)개별 배송

DATA

이 용 운 영

출 자

191.7

589.4

90.1

871.9

18,176,588

2,881,523

12,779,845

2,360,594

18,021,962 183,447 186,451 189,517

※각 년도의 합산치에는 반배송·개별 배송·데포(점포) 이외의 조합원 수, 공급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10,551

75,979

254,551

61,137

191.1

771.9

103.6

1,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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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동선언

제1차 행동선언

생활클럽 연합회는 2020년도 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SDGs의 17의 

중요목표에 따라서 검증하고 더욱 추진해야 할 8항목을 「제1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생활클럽의 다양한 

활동이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과 인간 사회를 만드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조합원과 생산자를 주체로 하는 

민주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실천해 온 것은 SDGs에 머무르지 않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후의 2년간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밝혀내 목표화한 것이 「제2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입니다.

가능한 것은 모두 실천해 온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에는 생활클럽 생산자의 자주조직인 생활클럽 친생회도 

논의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더욱 어려운 과제'란 생산자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원료 조달이나 설비투자, 다세대화된 조합원의 생활 편의성이나 가격, 

생산지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탄없는 논의를 통해 생활클럽만의 해결책으로 일부에서는 조합원이 

생산 현장에 참여하는 도전을 포함해 목표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재 

이외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목표화하는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2022년도부터 시작되는 제7차 연합사업 중기 계획에도 명확하게 

자리 매김하여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로서 목표의 달성도를 매년 검증하고 공표하기 

위해서 본 책자를 작성하겠습니다. 생활클럽 관계자에 한하지 않는 평가나 

기대를 받아들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행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SDGs로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은 
2022년 6월, 다음 단계로

2020 2022 2030

■2030행동선언 로드맵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바탕
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토 유리코
생활클럽 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촬영 : 나가노 카요

■행동연표

1965
(연도)
1977

1986

1990

1993

1997

2015

2016

2018

2020

2022

‘생활클럽' 결성

합성세제 취급 중단, 비누 이용 
운동 본격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능 
자주기준 설정

생활클럽  연합회  설립총회 .  
협동조합 운동이 음식 자급력 
향상,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만들기의 모델 실천을 다짐

병을 재사용하는 '그린 시스템' 
시작

‘자체관리 감사제도' 시작. ‘안전
·건강·환경’ 생활클럽 원칙을 
제 정 .  차 세 대 를  생 각 하 여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

생활선언(브랜드, 스테이트먼트)
과 10가지 Think & Act 결정

2014년  설립한 ㈜생활클럽 
에너지를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동구매 시작

「생활클럽 복지·상부상조 8원칙」 
결정

「생활클럽 소비재 10원칙」결정. 
자 체 관 리  감 사 제 도 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제도로 리뉴얼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결의
「기후위기 선언」발표

「제2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
결의

세계에는 불평등과 빈곤，인구증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대량생산과 소비，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SDGs

(에스·디·지즈)는, 이러한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할 목적으로 세운 세계 공통의 

목표입니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구별없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라는 이념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SDGs란?

더욱 어려운 과제의 해결에 도전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SDGs에 머무르지 않는 실천에 더해 2022년 6월에 「제2차 생활클럽 2030 행동선언」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내걸겠습니다. 생활클럽의 새로운 도전에 주목해 주십시오.

「2030년 행동선언」은 2030년까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백캐스팅(back casting)으로 목표를 설정. 

달성에 필요한 액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책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품종과 

기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탈 플라스틱 추진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사용을 삭감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재생 플라스틱이나 

식물 유래 플라스틱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식품 손실 감소

생활클럽의 예약 공동구입의 구조를 살려 

생산·유통·소비의 각 과정에서 새로운 식품 

손실의 삭감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양한 근무 방식

연령이나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하기 쉽고 공평하며 다양한 일터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책정중인 목표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우리 생활클럽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선언을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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