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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치바현）
TEL：043-278-7671
https://chib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9개 있습니다.

10

생활 클럽（도쿄도）
　23구 미나미 생활 클럽　　기타토쿄 생활 클럽
　타마 키타 생활 클럽　   　타마 미나미 생활 클럽

TEL：03-5426-5200
https://tokyo.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10개 있습니다.

11

12 13

14 15

생활 클럽（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키타 생활 클럽　　 요코하마 미나미 생활 클럽
　가와사키 생활 클럽　    　　 쇼난 생활 클럽
　사가미 생활 클럽

TEL：045-474-0985
https://kanagaw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22개 있습니다.

16
17

19

21

20

18

생활 클럽（시즈오카현）
TEL：055-927-3399
https://shizuoka.seikatsuclub.coop/

25

생활 클럽（사이타마현）
TEL：048-839-4881
https://saitam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1개 있습니다.

9

생활  클럽은
지역마다  자립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1도도부현에 있는 33개 생활 클럽 생협과 

생활 클럽 공제연으로 생활 클럽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약 40만명, 

우유 공장과 운송 등 관련·관계 회사는 11개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생활 클럽이 자립한 

운영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홋카이도）
TEL：011-665-1717
https://www.s-coop.or.jp/

1

생활 클럽（아오모리현）
TEL：017-762-6755
https://aomori.seikatsuclub.coop/

2

생활 클럽（이와테현）
TEL：0197-24-3320
https://iwate.seikatsuclub.coop/

3

생활 클럽 야마가타（야마가타현）
TEL：0238-23-7232
https://yamagata.seikatsuclub.coop/

4

생활 클럽 후쿠시마（후쿠시마현）
TEL：0243-63-1050
https://fukushima.seikatsuclub.coop/

5

생활 클럽（이바라키현）
TEL：029-874-8510
https://ibaraki.seikatsuclub.coop/

6

생활 클럽（토치기현）
TEL：028-657-8162
https://tochigi.seikatsuclub.coop/

7

https://gunma.seikatsuclub.coop/

생활 클럽（군마현）
TEL：0270-30-6811

8

생활 클럽 교토 엘 코프（쿄토부）
TEL：075-934-7370
https://kyoto.seikatsuclub.coop/

28

생활 클럽오사카（오사카부）
TEL：072-641-5547
https://osaka.seikatsuclub.coop/

29

에스 코프 오사카（오사카부）
TEL：072-293-4660
https://s-osaka.seikatsuclub.coop/

30

생활 클럽 도시 생활（효고현）
TEL：078-904-3260
https://hyogo.seikatsuclub.coop/

31

생활 클럽（나라현）
TEL：0743-58-5225
https://nara.seikatsuclub.coop/

32

생협 쇼나이 친생회(야마가타현)
TEL：0234-43-1393

33

생활 클럽 공제연
TEL：03-5285-1865
https://seikatsuclub-kyosai.coop/

34

생활 클럽（시가현）
TEL：077-514-2028
https://shiga.seikatsuclub.coop/

27

생활 클럽（아이치현）
TEL：052-899-0770
https://aichi.seikatsuclub.coop/

26

복지 클럽（카나가와현）
TEL：045-547-1400
http://www.fukushi-club.net/

22

생활 클럽（나가노현）
TEL：0266-24-0222
https://nagano.seikatsuclub.coop/

23

생활 클럽（야마나시현）
TEL：055-241-1641
https://yamanashi.seikatsuclub.coop/

24

발행／생활 클럽 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2020년 12월 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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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의 생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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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 
그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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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은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를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개발하고 다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재’라고 불립니다. 또 먹거리 뿐만 아니라 그 용기와 포장재, 생활 용품에 있어서도 
안전성 및 에너지 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의 구조에 대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선택은

그 자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자연과 공생하며 먹거리(Food), 에너지(Energy), 

복지(Care)를 최대한 자급·순환시키는

‘서스테이너블(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생명과 차세대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며 모든 활동을 실시합니다.

(브랜드・스테이트멘트)

생활 클럽은 생협입니다. 영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출자’ ‘이용’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자 이용 운영

출자

운영이용

원자재와 생산 방법,
가격과 모든 것이 명확한 먹거리를

생활클럽 소비재 10원칙
제1원칙 안전성을 추구
제2원칙 유전자조작한 원재료를 거부
제3원칙 국내 자급력을 높여감
제4원칙 공정하고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제5원칙 소재 본래의 맛을 소중히 함

제6원칙 유해화학물질 삭감
제7원칙 3R을 추진하고 더욱 자원순환
제8원칙 온실효과가스 배출 절감
제9원칙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
제10원칙 독자기준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관리

공정 무역

비오사포

생활 클럽은 1997년에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체 중량의 5%이상인 원자재는 대부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문 카탈로그에서는 유전자 조작 대책을 2개의 마크로 

표시합니다.

유전자 조작 대책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 클럽은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것은 모두 공개한다’

를 기본으로, 식품 첨가물을 줄여 왔습니다. 국가가 사용을 인정한 식품 

첨가물 822개 품목 중, 생활 클럽은 93품목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2020

년 3월 현재)

식품 첨가물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 클럽은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려가 없는 수치란 없다’ 라는 생각에 입각한 방사능의 자주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육아를 지원하는 ‘쑥쑥 카탈로그’에서 취급하는 식품은 모두 ‘불검출’을 자주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등 6대의 방사능 

측정기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는 모두 WEB에서 공개. 자주 기준치를 넘는 식품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대책 그 이하라면 안전하다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흥 지원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하는 데는 오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 

클럽은 재해를 당한 생산자의 소비재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부흥을 지원합니다. 매년 

조합원들이 부흥 지원 모금 운동을 하여 후쿠시마와 토치기의 아이들을 위한　

리프레시 투어(보양 활동)과 갑상선 검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함께 

‘공익 재단 법인 공생 지역 창조 재단’을 설립해서 동북 지방에 뿌리내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지원

생활 클럽은 음식의 안전성 뿐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식, 조리 기술 등을 주문 

카탈로그나 WEB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제철 식재료 활용법과 식재료의 보존법 등 

저렴하게 지혜롭게 재료를 다루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먹는 방법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식품은 해외 산지와 제휴함과 동시에 외국산 원자재의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산 흑후추, 커피 가루·

에린바리 (파푸아 뉴기니),  바랑곤 바나나, 파마즈슈림프 등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현지 사회 공헌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산지를 찾음으로 생산자와 교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산지와 제휴 ・연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 제도

생활 클럽에서는 조합원과 생산자가 논의하여 농업과 가공 식품, 방사능 등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생산 현장  감사

(다수의 자체 감사)등으로 지주 기준에 도달 정도를 조합원과 생산자가 점검하면서 

소비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재를 보다 좋게 하는 방법

먹거리
Food

에너지
Energy

복지
Care

・주요 원자재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은 
사용하지 않지만 산화 방지제(비타민 E, 
비타민 C),  향료의 추출에 사용되는 
알코올 등에는 분리되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량 원료까지도 포함해서 유전자 조작 
작물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규제 대상(지정 대상)이 된 
‘지정 첨가물’‘기존 첨가물’과 
지정 대상 외에 ‘천연 향료’ 
‘일반  음식물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활 클럽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93품목
일본에서 인정 받은 첨가물

822품목

소비재
자주 기준

마련

조합원의 시점에서
소비재를
스텝 업

소비재
개선·향상

소비재
Step up

점검

자주 기준
등록

파푸아 뉴기니 커피 농원에서의 수확

부흥 지원 모금 운동으로 제휴 생산자 오모에 수협(이와테현)
에 기증한 어선

조합원은 생활 클럽 활동과 
공동 구매 사업을 서포트하는 
자금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생협 활동·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 식품, 생필품, 
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생산자와의 신뢰를 쌓으면서 
조합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이 생활 클럽 
운영에 참여합니다. 취급 
품목과 카탈로그의 내용, 
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Food
먹거리

생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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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은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를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개발하고 다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은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재’라고 불립니다. 또 먹거리 뿐만 아니라 그 용기와 포장재, 생활 용품에 있어서도 
안전성 및 에너지 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의 구조에 대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선택은

그 자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자연과 공생하며 먹거리(Food), 에너지(Energy), 

복지(Care)를 최대한 자급·순환시키는

‘서스테이너블(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생명과 차세대의 생명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며 모든 활동을 실시합니다.

(브랜드・스테이트멘트)

생활 클럽은 생협입니다. 영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출자’ ‘이용’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자 이용 운영

출자

운영이용

원자재와 생산 방법,
가격과 모든 것이 명확한 먹거리를

생활클럽 소비재 10원칙
제1원칙 안전성을 추구
제2원칙 유전자조작한 원재료를 거부
제3원칙 국내 자급력을 높여감
제4원칙 공정하고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제5원칙 소재 본래의 맛을 소중히 함

제6원칙 유해화학물질 삭감
제7원칙 3R을 추진하고 더욱 자원순환
제8원칙 온실효과가스 배출 절감
제9원칙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
제10원칙 독자기준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관리

공정 무역

비오사포

생활 클럽은 1997년에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체 중량의 5%이상인 원자재는 대부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문 카탈로그에서는 유전자 조작 대책을 2개의 마크로 

표시합니다.

유전자 조작 대책 의심스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 클럽은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것은 모두 공개한다’

를 기본으로, 식품 첨가물을 줄여 왔습니다. 국가가 사용을 인정한 식품 

첨가물 822개 품목 중, 생활 클럽은 93품목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2020

년 3월 현재)

식품 첨가물 불필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 클럽은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려가 없는 수치란 없다’ 라는 생각에 입각한 방사능의 자주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육아를 지원하는 ‘쑥쑥 카탈로그’에서 취급하는 식품은 모두 ‘불검출’을 자주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 등 6대의 방사능 

측정기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는 모두 WEB에서 공개. 자주 기준치를 넘는 식품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대책 그 이하라면 안전하다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흥 지원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하는 데는 오랜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활 

클럽은 재해를 당한 생산자의 소비재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부흥을 지원합니다. 매년 

조합원들이 부흥 지원 모금 운동을 하여 후쿠시마와 토치기의 아이들을 위한　

리프레시 투어(보양 활동)과 갑상선 검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함께 

‘공익 재단 법인 공생 지역 창조 재단’을 설립해서 동북 지방에 뿌리내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지원

생활 클럽은 음식의 안전성 뿐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식, 조리 기술 등을 주문 

카탈로그나 WEB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제철 식재료 활용법과 식재료의 보존법 등 

저렴하게 지혜롭게 재료를 다루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먹는 방법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서포트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식품은 해외 산지와 제휴함과 동시에 외국산 원자재의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산 흑후추, 커피 가루·

에린바리 (파푸아 뉴기니),  바랑곤 바나나, 파마즈슈림프 등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현지 사회 공헌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산지를 찾음으로 생산자와 교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산지와 제휴 ・연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 제도

생활 클럽에서는 조합원과 생산자가 논의하여 농업과 가공 식품, 방사능 등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생산 현장  감사

(다수의 자체 감사)등으로 지주 기준에 도달 정도를 조합원과 생산자가 점검하면서 

소비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재를 보다 좋게 하는 방법

먹거리
Food

에너지
Energy

복지
Care

・주요 원자재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은 
사용하지 않지만 산화 방지제(비타민 E, 
비타민 C),  향료의 추출에 사용되는 
알코올 등에는 분리되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량 원료까지도 포함해서 유전자 조작 
작물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규제 대상(지정 대상)이 된 
‘지정 첨가물’‘기존 첨가물’과 
지정 대상 외에 ‘천연 향료’ 
‘일반  음식물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활 클럽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93품목
일본에서 인정 받은 첨가물

822품목

소비재
자주 기준

마련

조합원의 시점에서
소비재를
스텝 업

소비재
개선·향상

소비재
Step up

점검

자주 기준
등록

파푸아 뉴기니 커피 농원에서의 수확

부흥 지원 모금 운동으로 제휴 생산자 오모에 수협(이와테현)
에 기증한 어선

조합원은 생활 클럽 활동과 
공동 구매 사업을 서포트하는 
자금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생협 활동·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두 식품, 생필품, 
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생산자와의 신뢰를 쌓으면서 
조합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이 생활 클럽 
운영에 참여합니다. 취급 
품목과 카탈로그의 내용, 
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Food
먹거리

생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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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원

생활 클럽 공제와 엣코로 제도

전기의 공동 구매

생활 클럽 공제의 이미지
캐릭터 ‘하구미짱’

‘안심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바꾼다’라는 생각에 기초한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장 내용을 조합원의 의견이나 요망을 바탕으로 개정합니다.

또 생활 클럽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고충이나 공동 구입 시의 도난, 조합원 활동 중 부상 등을 보장하는 ‘엣코로 제도’

라는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구조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자녀의 케어 등 제도 내용은 각지의 생활 클럽마다 다르지만 

조합원들이 ‘피차 일반’의 마음으로 돕는다는 취지는 공통적입니다.

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만든다

생활 빈곤자 자립 지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살 곳이 없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빈곤자에 대한 지원도 지역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나 치바에서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자립 지원 사업과 가계 상담 사업, 상담 대출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사람을 없애고 싶다

장애인 지원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생활상 필요한 지원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방과후나 휴일을 편안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데이 서비스나, 돌봄 시설·그룹 홈, 18세 이상인 분이 

자립 생활을 목표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합니다. 장래의 일을 당사자나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

육아 지원

육아 광장,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지역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접하면서 

마음껏 놀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나 성장에 맞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중인 부모가 안고 있는 불안과 폐쇄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른도 함께 하는 육아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차원의 어린이 지원・부모 지원

누구나 원하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답게 정든 지역에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별 요양 홈·그룹 홈·데이 서비스·단기 입소, 방문 간호·식사 

서비스·이동 서비스 등　요양보험제도와 공적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령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복지사회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 돌봄

※에티컬 컨슈머란, ‘환경이나 사회에 배려한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입·이용하는 등의 소비 행동을 통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가진 소비자’로, 생태나 그린 등을 더 권장하는 ‘윤리적・도덕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선택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생활 클럽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를 기둥으로 삼아 원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공동 구매로
원전이 없는 사회를

생활 클럽의 에너지 7원칙

1 에너지 절약을 기둥으로 삼습니다.
2 원전이 없는 사회, CO2를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3 지역에 공헌과 자연 환경에 유의하는 발전 사업을 추천합니다.
4 전기의 가격과 송배전의 구조를 밝힙니다.
5 생활 클럽의 제휴 산지와의 제휴를 돈독히 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입니다.
6 에티컬 컨슈머※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적극적으로 공동 구입합니다.
7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란, 풍요한 인간 관계가 살아 있는 사회라고 생활 클럽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든 지역에서 
자기답게 계속 살기 위해 생활 클럽은 사회 복지 법인이나 워커스 컬렉티브, NPO조직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부상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숨쉬는 참가형 복지와 상부상조

생활 클럽 복지· 상부상조 8원칙

개개인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하게 연계되고 기쁨을 나누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의 마지막 하루까지 누구나 그 사람답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듭니다.

육아, 개호, 사회적 고립을 지역 전체의 과제로 삼고 상부상조 참여형 구조를 만듭니다.

생활과 일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근로 방식, 일자리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평온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역할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어린이 지원, 부모 지원에 나섭니다.

개호를 하는 사람・받는 사람이 모두 안심하고 하루를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가난과 고립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다가가서 동반함으로 자립을 지원합니다.

다양성
존엄의 존중
참가형 사회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공간 만들기, 역할 만들기
육아 지원
개호 지원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전력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주)생활 클럽 에너지를 통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심인 전기를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원 구성의 실적은 매달 전기 요금 명세서에 

분명히 밝힙니다. 전기 요금 계약 메뉴 만들기도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또 매달 전기 요금의 5%를 기부하는 ‘생활 클럽 자연 에너지 기금’을 

마련, 기부금을 자연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활동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쓴다

Co２의 배출량 삭감

이러한 것을 재사용,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그룹의 CO2배출 총량 삭감 자주 행동 계획으로 2030년까지 

CO2배출 총량을 40%삭감(2013년도 대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재의 용기는 씻어서 재사용하는 ‘재사용 병’의 사용을 채용하고 

용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유 뚜껑과 소비재 배달 시 

사용되는 비닐 봉지도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그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Energy
에너지 Care

케어

공급처

조합원 가정

생활 클럽
배송 센터
공장 등

전기의 공동 구매 이미지

송전 수급 조정

(

주)

생
활 

클
럽 

에
너
지

전기를 매입하고
수급 조정해서 소매

에너지 창조

생활 클럽은 원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풍력 발전 시설의 건설을 비롯한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배송 센터와 데포(점포) 등의 관련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와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전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든다

①생활 클럽 풍차 ‘유매카제’
②쇼나이 유자 태양광 발전소
③생활 클럽 한노 딜리버리 센터 발전 ●①

●②

●③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소수력

기타

자연 에너지
발전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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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원

생활 클럽 공제와 엣코로 제도

전기의 공동 구매

생활 클럽 공제의 이미지
캐릭터 ‘하구미짱’

‘안심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바꾼다’라는 생각에 기초한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장 내용을 조합원의 의견이나 요망을 바탕으로 개정합니다.

또 생활 클럽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고충이나 공동 구입 시의 도난, 조합원 활동 중 부상 등을 보장하는 ‘엣코로 제도’

라는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구조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자녀의 케어 등 제도 내용은 각지의 생활 클럽마다 다르지만 

조합원들이 ‘피차 일반’의 마음으로 돕는다는 취지는 공통적입니다.

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만든다

생활 빈곤자 자립 지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살 곳이 없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빈곤자에 대한 지원도 지역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나 치바에서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자립 지원 사업과 가계 상담 사업, 상담 대출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사람을 없애고 싶다

장애인 지원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생활상 필요한 지원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방과후나 휴일을 편안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데이 서비스나, 돌봄 시설·그룹 홈, 18세 이상인 분이 

자립 생활을 목표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합니다. 장래의 일을 당사자나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

육아 지원

육아 광장,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지역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접하면서 

마음껏 놀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나 성장에 맞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중인 부모가 안고 있는 불안과 폐쇄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른도 함께 하는 육아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차원의 어린이 지원・부모 지원

누구나 원하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답게 정든 지역에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복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별 요양 홈·그룹 홈·데이 서비스·단기 입소, 방문 간호·식사 

서비스·이동 서비스 등　요양보험제도와 공적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령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복지사회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 돌봄

※에티컬 컨슈머란, ‘환경이나 사회에 배려한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입·이용하는 등의 소비 행동을 통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가진 소비자’로, 생태나 그린 등을 더 권장하는 ‘윤리적・도덕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선택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생활 클럽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를 기둥으로 삼아 원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공동 구매로
원전이 없는 사회를

생활 클럽의 에너지 7원칙

1 에너지 절약을 기둥으로 삼습니다.
2 원전이 없는 사회, CO2를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3 지역에 공헌과 자연 환경에 유의하는 발전 사업을 추천합니다.
4 전기의 가격과 송배전의 구조를 밝힙니다.
5 생활 클럽의 제휴 산지와의 제휴를 돈독히 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입니다.
6 에티컬 컨슈머※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적극적으로 공동 구입합니다.
7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란, 풍요한 인간 관계가 살아 있는 사회라고 생활 클럽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든 지역에서 
자기답게 계속 살기 위해 생활 클럽은 사회 복지 법인이나 워커스 컬렉티브, NPO조직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부상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숨쉬는 참가형 복지와 상부상조

생활 클럽 복지· 상부상조 8원칙

개개인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하게 연계되고 기쁨을 나누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의 마지막 하루까지 누구나 그 사람답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듭니다.

육아, 개호, 사회적 고립을 지역 전체의 과제로 삼고 상부상조 참여형 구조를 만듭니다.

생활과 일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근로 방식, 일자리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평온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역할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어린이 지원, 부모 지원에 나섭니다.

개호를 하는 사람・받는 사람이 모두 안심하고 하루를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가난과 고립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다가가서 동반함으로 자립을 지원합니다.

다양성
존엄의 존중
참가형 사회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
공간 만들기, 역할 만들기
육아 지원
개호 지원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전력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주)생활 클럽 에너지를 통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심인 전기를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원 구성의 실적은 매달 전기 요금 명세서에 

분명히 밝힙니다. 전기 요금 계약 메뉴 만들기도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또 매달 전기 요금의 5%를 기부하는 ‘생활 클럽 자연 에너지 기금’을 

마련, 기부금을 자연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활동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쓴다

Co２의 배출량 삭감

이러한 것을 재사용,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그룹의 CO2배출 총량 삭감 자주 행동 계획으로 2030년까지 

CO2배출 총량을 40%삭감(2013년도 대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재의 용기는 씻어서 재사용하는 ‘재사용 병’의 사용을 채용하고 

용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유 뚜껑과 소비재 배달 시 

사용되는 비닐 봉지도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그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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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은 원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풍력 발전 시설의 건설을 비롯한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배송 센터와 데포(점포) 등의 관련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와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전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만든다

①생활 클럽 풍차 ‘유매카제’
②쇼나이 유자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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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의 발자취
（년도）
1965
1968
1971
1972

1974
1977

1979
1981
1982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활 클럽’ 결성. 우유의 공동 구매를 시작
생활 클럽 생협 창립. ‘반별 예약 공동 구입’시작
‘생활과 자치’를 기관지로 발간(81년부터 정보지로써 조합원 개인 지급제로)
생활 클럽의 오리지널 소비재 제1호 ‘신슈 미소(된장)’을 개발
야마가타현 유자마치 농협과 쌀 제휴 생산 시작
히라타 목장과 일본 최초의 무첨가 포크 소시지 개발에 착수
조합원의 자주 관리에 의한 돼지고기 산지직송 시작
제휴 생산자 단체 ‘생활 클럽 친생회’ 발족
합성 세제의 취급을 그만두고 비누 이용 운동을 본격화
일본 생협에서 첫 직영 우유 공장이 치바에 완성
생활 클럽 운동의 싱크 탱크 ‘사회 운동 연구 센터’ 설립 (96년에 ‘시민 섹터 정책 기구’로 개편)
점포 제1호, 가나가와에 개설
최초의 워커스·컬렉티브 설립
도쿄에서 개인 택배 (호별 배송 시스템)시작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방사능 기준을 국가의 10분의 1로 설정하고 녹차의 출하 정지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엣코로 공제’ 발족
최초의 데이 서비스 센터 ‘생활 리허빌리 클럽’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탄생
쇠고기·오렌지 수입 자유화를 계기로 우유의 살균 온도 변화를 토의, 저온살균 우유를 개발·취급
“또 하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이트·라이브리 푸드 상(RLA) 명예상’을 수상
생활 클럽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설립
빈병을 재사용하는 ‘그린 시스템’시작
냉해로 인한 쌀 파동. 산지와 연계하여 극복. 그 뒤 공동 개발 쌀 기금 설립으로
유엔 설립 50주년 기념 ‘유엔의 친구’에 의한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을 수상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GMO)의 불사용 원칙을 확인
‘자주 관리·감사 제도’가 시작
초경량 우유병을 개발(굿 디자인 상 등 다수 수상)
용기 포장재의 환경 호르몬 대책을 진행
한국 ‘여성 민우회’ 대만 ‘주부 연맹’과 삼자 자매 결연을 조인
‘스톱! GMO선언’ 통일 캠페인 활동을 실시
사업 인가를 받아 공제 사업 시작
BSE국내 발병과 식품 위장 사건이 계속되자 생활 클럽 제휴처에도 문제가 발생. 대책을 진행
홋카이도에서 ‘시민 풍차(풍력에 의한 시민 공동 발전소)’ 제1호가 완성
‘스톱! 유전자 조작 벼 생협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GM벼 상품화 저지
용기 포장 재활용법 개정 운동에 나섬
유전자 조작 밀, 캐나다 미국 반대 서명 제출 운동에 참여
사료용 쌀을 먹고 자란 돼지 고기 ‘쌀로 키운 돼지’ 취급 시작
국산닭 종 ‘하리마’를 도입
‘교토 의정서 발효에 대한 생활 클럽 어필’ 발표
그린 피스·재팬의 ‘트루 푸드 특별상’ 을 수상
R병의 활동(병 재사용 네트워크)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
롯카쇼 재처리 공장에 반대하며 방사능 오염 막기 운동을 시작
협동 조합 및 식량·농업에 관한 정책 제안 운동 시작
생산에 대한 노동 참여 프로젝트 ‘유토리로 클럽’ 발족
‘Food Action Nippon어워드 2009’ 우수상 수상
생활 클럽 공제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생활 클럽 공제연)설립
2R(리듀스-축소, 리유즈-재사용)촉진 운동 시작
3.11동일본 대지진, 지원 활동 시작. 9월부터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시작
아키타현 니카호시에 생활 클럽 풍차 건설
동일본 대지진 모금 운동으로 기증한 최초의 어선이 5월에 오모에 어협에 도착
8월, 방사능의 자주 기준을 결정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 탄생
생활 클럽의 건강한 먹거리 디자인 ‘비오사포’ 시작
국제 협동 조합 연맹(ICA)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자문 위원단’’에 참여
친환경 전기의 공동 구매를 목표로 (주)생활 클럽 에너지를 설립
그린 시스템 20주년
생활 클럽 안심 시스템 연합 설립
로고, 구호를 리뉴얼
주문 카탈로그 리뉴얼. 가공 식품 원자재를 게재
포장재 디자인 리뉴얼
요야클럽(예약 카다로크) 시작
생활 선언(브랜드 스테이트먼트)과 10가지 Think & Act 결정 
생활 클럽 에너지 7원칙 결정
전기의 공동 구매 시작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와 포괄 제휴 협정을 체결
한국 ‘행복 중심 생협’ 대만 ‘주부 연맹 생협’ 과 삼자 자매 제휴 재조인
생활 클럽 헌장 결정
생활 클럽 복지· 상부상조 8원칙 결정
생활 클럽 자연 에너지 기금 활용 개시
생활 클럽 소비재 10원칙을 결정 자주관리감사 제도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 제도로 리뉴얼  
제6회 환경부 굿라이프 어워드 환경부 장관상 NPO·임의단체 부문 수상
생활 클럽 토쿄와 생활 클럽 오오사카가 설립 50주년
게놈 편집 식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하는 특별결의
생활 클럽 2030 행동 선언을 결의

생활 클럽 연합회의 개요

생활 클럽의 세계적 평가

생활 클럽 연합회는 주로 소비재의 개발과 관리, 검사 활동, 물류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공동 구매를 위한 

주문 정보지나 홍보물의 발행, 그리고 그룹 전체가 협동하여 임하는 과제에 대해서 회원 단협의 조합원과 직원들에 의한 각종 

위원회 및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그 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활동은 세계적인 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하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이트·

라이브리 푸드 상’(1989년)과 유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의 친구’가 기획한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온 활동이 

이익과 효율을 우선하는 산업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 협동 조합 연맹(ICA)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자문 위원단’(2014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생활 클럽은 세계의 협동 조합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리더로서 ICA

의 지명을 받아 ‘협동 조합의 10년을 지향한 블루 프린트’(2012년)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 회의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1990년 3월 12일
생활 클럽 연합회(정식 명칭 : 생활 클럽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우)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6-24-20
TEL : 03-5285-1771 FAX:03-5285-1837
URL:https://seikatsuclub.coop/
회장 : 이토 유리코
전무이사 : 무라카미 쇼이치
상무이사 : 와타나베 타카유키
신주쿠 사무소 : 총무부, 사업본부, 데포 사업 추진실, 물류부, 관리부, 품질관리부, 
 기획부, 조사실, ‘생활과 자치’ 편집실, SR추진실
생활 클럽 한노 딜리버리 센터
〒357-0012 사이타마현 한노시 시모카와사키 34   TEL 042-983-8000
생활 클럽 연합회 검사실
〒337-000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미누마구 오로시마치 1-18 2층  TEL 048-682-3500

생활 클럽 생협(도쿄), 23구 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기타도쿄 생활 클럽 생협, 다마키타 생활 클럽 생협, 
타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가나가와), 요코하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요코하마키타 생활 클럽 
생협, 가와사키 생활 클럽 생협, 쇼난 생활 클럽 생협, 사가미 생활 클럽 생협, 복지 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
(사이타마), 생활 클럽 생협(치바), 생활 클럽 생협(나가노), 생활 클럽 생협(홋카이도), 생활 클럽 생협(이바라키), 
생활 클럽 생협(야마나시), 생활 클럽 생협(이와테), 생활 클럽 생협(시즈오카), 생활 클럽 생협(아이치), 생활 클럽 
생협(도치기), 생활 클럽 생협(아오모리), 생활 클럽 야마가타 생협(야마카타), 생활 클럽 생협(군마), 생활 클럽 
후쿠시마 생협(후쿠시마), 생활 클럽 생협 오사카, 생협 생활 클럽 교토 엘·코프, 생활 클럽 생협(나라), 생활 
클럽 생협(시가), 생협 에스 코프 오사카, 생협 쇼나이 친생회, 생활 클럽 생협 도시 생활, 생활 클럽 공제연

설립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사무소

회원
(33생협 1연합회)

라이트・라이브리 푸드 상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

생활 클럽 공제연의 개요
생활 클럽 공제연은 독자 공제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나 CO·OP공제(COOP공제연과의 공동 인수)등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구조인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대리 사업 외에 회원 단협의 복지 활동 지원 및 정보 교환의 장 마련, 라이프 플랜 

강좌 등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생활 클럽 공제연(정식 명칭 : 생활 클럽 공제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우)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6-24-20 B1F
TEL : 03-5285-1865 FAX : 03-5285-1864
URL : https://seikatsuclub-kyosai.coop/
회장 : 이토 유리코
전무이사 : 무라카미 쇼이치

설립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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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클럽의 발자취
（년도）
1965
1968
1971
1972

1974
1977

1979
1981
1982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활 클럽’ 결성. 우유의 공동 구매를 시작
생활 클럽 생협 창립. ‘반별 예약 공동 구입’시작
‘생활과 자치’를 기관지로 발간(81년부터 정보지로써 조합원 개인 지급제로)
생활 클럽의 오리지널 소비재 제1호 ‘신슈 미소(된장)’을 개발
야마가타현 유자마치 농협과 쌀 제휴 생산 시작
히라타 목장과 일본 최초의 무첨가 포크 소시지 개발에 착수
조합원의 자주 관리에 의한 돼지고기 산지직송 시작
제휴 생산자 단체 ‘생활 클럽 친생회’ 발족
합성 세제의 취급을 그만두고 비누 이용 운동을 본격화
일본 생협에서 첫 직영 우유 공장이 치바에 완성
생활 클럽 운동의 싱크 탱크 ‘사회 운동 연구 센터’ 설립 (96년에 ‘시민 섹터 정책 기구’로 개편)
점포 제1호, 가나가와에 개설
최초의 워커스·컬렉티브 설립
도쿄에서 개인 택배 (호별 배송 시스템)시작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방사능 기준을 국가의 10분의 1로 설정하고 녹차의 출하 정지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엣코로 공제’ 발족
최초의 데이 서비스 센터 ‘생활 리허빌리 클럽’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탄생
쇠고기·오렌지 수입 자유화를 계기로 우유의 살균 온도 변화를 토의, 저온살균 우유를 개발·취급
“또 하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이트·라이브리 푸드 상(RLA) 명예상’을 수상
생활 클럽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설립
빈병을 재사용하는 ‘그린 시스템’시작
냉해로 인한 쌀 파동. 산지와 연계하여 극복. 그 뒤 공동 개발 쌀 기금 설립으로
유엔 설립 50주년 기념 ‘유엔의 친구’에 의한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을 수상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GMO)의 불사용 원칙을 확인
‘자주 관리·감사 제도’가 시작
초경량 우유병을 개발(굿 디자인 상 등 다수 수상)
용기 포장재의 환경 호르몬 대책을 진행
한국 ‘여성 민우회’ 대만 ‘주부 연맹’과 삼자 자매 결연을 조인
‘스톱! GMO선언’ 통일 캠페인 활동을 실시
사업 인가를 받아 공제 사업 시작
BSE국내 발병과 식품 위장 사건이 계속되자 생활 클럽 제휴처에도 문제가 발생. 대책을 진행
홋카이도에서 ‘시민 풍차(풍력에 의한 시민 공동 발전소)’ 제1호가 완성
‘스톱! 유전자 조작 벼 생협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GM벼 상품화 저지
용기 포장 재활용법 개정 운동에 나섬
유전자 조작 밀, 캐나다 미국 반대 서명 제출 운동에 참여
사료용 쌀을 먹고 자란 돼지 고기 ‘쌀로 키운 돼지’ 취급 시작
국산닭 종 ‘하리마’를 도입
‘교토 의정서 발효에 대한 생활 클럽 어필’ 발표
그린 피스·재팬의 ‘트루 푸드 특별상’ 을 수상
R병의 활동(병 재사용 네트워크)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
롯카쇼 재처리 공장에 반대하며 방사능 오염 막기 운동을 시작
협동 조합 및 식량·농업에 관한 정책 제안 운동 시작
생산에 대한 노동 참여 프로젝트 ‘유토리로 클럽’ 발족
‘Food Action Nippon어워드 2009’ 우수상 수상
생활 클럽 공제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생활 클럽 공제연)설립
2R(리듀스-축소, 리유즈-재사용)촉진 운동 시작
3.11동일본 대지진, 지원 활동 시작. 9월부터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시작
아키타현 니카호시에 생활 클럽 풍차 건설
동일본 대지진 모금 운동으로 기증한 최초의 어선이 5월에 오모에 어협에 도착
8월, 방사능의 자주 기준을 결정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 탄생
생활 클럽의 건강한 먹거리 디자인 ‘비오사포’ 시작
국제 협동 조합 연맹(ICA)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자문 위원단’’에 참여
친환경 전기의 공동 구매를 목표로 (주)생활 클럽 에너지를 설립
그린 시스템 20주년
생활 클럽 안심 시스템 연합 설립
로고, 구호를 리뉴얼
주문 카탈로그 리뉴얼. 가공 식품 원자재를 게재
포장재 디자인 리뉴얼
요야클럽(예약 카다로크) 시작
생활 선언(브랜드 스테이트먼트)과 10가지 Think & Act 결정 
생활 클럽 에너지 7원칙 결정
전기의 공동 구매 시작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와 포괄 제휴 협정을 체결
한국 ‘행복 중심 생협’ 대만 ‘주부 연맹 생협’ 과 삼자 자매 제휴 재조인
생활 클럽 헌장 결정
생활 클럽 복지· 상부상조 8원칙 결정
생활 클럽 자연 에너지 기금 활용 개시
생활 클럽 소비재 10원칙을 결정 자주관리감사 제도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추진 제도로 리뉴얼  
제6회 환경부 굿라이프 어워드 환경부 장관상 NPO·임의단체 부문 수상
생활 클럽 토쿄와 생활 클럽 오오사카가 설립 50주년
게놈 편집 식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하는 특별결의
생활 클럽 2030 행동 선언을 결의

생활 클럽 연합회의 개요

생활 클럽의 세계적 평가

생활 클럽 연합회는 주로 소비재의 개발과 관리, 검사 활동, 물류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공동 구매를 위한 

주문 정보지나 홍보물의 발행, 그리고 그룹 전체가 협동하여 임하는 과제에 대해서 회원 단협의 조합원과 직원들에 의한 각종 

위원회 및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그 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활동은 세계적인 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하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이트·

라이브리 푸드 상’(1989년)과 유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의 친구’가 기획한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온 활동이 

이익과 효율을 우선하는 산업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 협동 조합 연맹(ICA)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자문 위원단’(2014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생활 클럽은 세계의 협동 조합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리더로서 ICA

의 지명을 받아 ‘협동 조합의 10년을 지향한 블루 프린트’(2012년)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 회의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1990년 3월 12일
생활 클럽 연합회(정식 명칭 : 생활 클럽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우)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6-24-20
TEL : 03-5285-1771 FAX:03-5285-1837
URL:https://seikatsuclub.coop/
회장 : 이토 유리코
전무이사 : 무라카미 쇼이치
상무이사 : 와타나베 타카유키
신주쿠 사무소 : 총무부, 사업본부, 데포 사업 추진실, 물류부, 관리부, 품질관리부, 
 기획부, 조사실, ‘생활과 자치’ 편집실, SR추진실
생활 클럽 한노 딜리버리 센터
〒357-0012 사이타마현 한노시 시모카와사키 34   TEL 042-983-8000
생활 클럽 연합회 검사실
〒337-0004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미누마구 오로시마치 1-18 2층  TEL 048-682-3500

생활 클럽 생협(도쿄), 23구 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기타도쿄 생활 클럽 생협, 다마키타 생활 클럽 생협, 
타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가나가와), 요코하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요코하마키타 생활 클럽 
생협, 가와사키 생활 클럽 생협, 쇼난 생활 클럽 생협, 사가미 생활 클럽 생협, 복지 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
(사이타마), 생활 클럽 생협(치바), 생활 클럽 생협(나가노), 생활 클럽 생협(홋카이도), 생활 클럽 생협(이바라키), 
생활 클럽 생협(야마나시), 생활 클럽 생협(이와테), 생활 클럽 생협(시즈오카), 생활 클럽 생협(아이치), 생활 클럽 
생협(도치기), 생활 클럽 생협(아오모리), 생활 클럽 야마가타 생협(야마카타), 생활 클럽 생협(군마), 생활 클럽 
후쿠시마 생협(후쿠시마), 생활 클럽 생협 오사카, 생협 생활 클럽 교토 엘·코프, 생활 클럽 생협(나라), 생활 
클럽 생협(시가), 생협 에스 코프 오사카, 생협 쇼나이 친생회, 생활 클럽 생협 도시 생활, 생활 클럽 공제연

설립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사무소

회원
(33생협 1연합회)

라이트・라이브리 푸드 상 우리 인간 : 50개 커뮤니티 상

생활 클럽 공제연의 개요
생활 클럽 공제연은 독자 공제 ‘생활 클럽 공제 하구쿠미’나 CO·OP공제(COOP공제연과의 공동 인수)등 조합원 간의 상부상조 

구조인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대리 사업 외에 회원 단협의 복지 활동 지원 및 정보 교환의 장 마련, 라이프 플랜 

강좌 등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
생활 클럽 공제연(정식 명칭 : 생활 클럽 공제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우)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6-24-20 B1F
TEL : 03-5285-1865 FAX : 03-5285-1864
URL : https://seikatsuclub-kyosai.coop/
회장 : 이토 유리코
전무이사 : 무라카미 쇼이치

설립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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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3

5

7

6
9

8

34

10

22

23

24

2526
32

33

27
28

29

30

31

11-15

16-21

생활 클럽（치바현）
TEL：043-278-7671
https://chib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9개 있습니다.

10

생활 클럽（도쿄도）
　23구 미나미 생활 클럽　　기타토쿄 생활 클럽
　타마 키타 생활 클럽　   　타마 미나미 생활 클럽

TEL：03-5426-5200
https://tokyo.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10개 있습니다.

11

12 13

14 15

생활 클럽（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키타 생활 클럽　　 요코하마 미나미 생활 클럽
　가와사키 생활 클럽　    　　 쇼난 생활 클럽
　사가미 생활 클럽

TEL：045-474-0985
https://kanagaw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22개 있습니다.

16
17

19

21

20

18

생활 클럽（시즈오카현）
TEL：055-927-3399
https://shizuoka.seikatsuclub.coop/

25

생활 클럽（사이타마현）
TEL：048-839-4881
https://saitama.seikatsuclub.coop/
＊매장(데포) 1개 있습니다.

9

생활  클럽은
지역마다  자립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1도도부현에 있는 33개 생활 클럽 생협과 

생활 클럽 공제연으로 생활 클럽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약 40만명, 

우유 공장과 운송 등 관련·관계 회사는 11개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생활 클럽이 자립한 

운영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홋카이도）
TEL：011-665-1717
https://www.s-coop.or.jp/

1

생활 클럽（아오모리현）
TEL：017-762-6755
https://aomori.seikatsuclub.coop/

2

생활 클럽（이와테현）
TEL：0197-24-3320
https://iwate.seikatsuclub.coop/

3

생활 클럽 야마가타（야마가타현）
TEL：0238-23-7232
https://yamagata.seikatsuclub.coop/

4

생활 클럽 후쿠시마（후쿠시마현）
TEL：0243-63-1050
https://fukushima.seikatsuclub.coop/

5

생활 클럽（이바라키현）
TEL：029-874-8510
https://ibaraki.seikatsuclub.coop/

6

생활 클럽（토치기현）
TEL：028-657-8162
https://tochigi.seikatsuclub.coop/

7

https://gunma.seikatsuclub.coop/

생활 클럽（군마현）
TEL：0270-30-6811

8

생활 클럽 교토 엘 코프（쿄토부）
TEL：075-934-7370
https://kyoto.seikatsuclub.coop/

28

생활 클럽오사카（오사카부）
TEL：072-641-5547
https://osaka.seikatsuclub.coop/

29

에스 코프 오사카（오사카부）
TEL：072-293-4660
https://s-osaka.seikatsuclub.coop/

30

생활 클럽 도시 생활（효고현）
TEL：078-904-3260
https://hyogo.seikatsuclub.coop/

31

생활 클럽（나라현）
TEL：0743-58-5225
https://nara.seikatsuclub.coop/

32

생협 쇼나이 친생회(야마가타현)
TEL：0234-43-1393

33

생활 클럽 공제연
TEL：03-5285-1865
https://seikatsuclub-kyosai.coop/

34

생활 클럽（시가현）
TEL：077-514-2028
https://shiga.seikatsuclub.coop/

27

생활 클럽（아이치현）
TEL：052-899-0770
https://aichi.seikatsuclub.coop/

26

복지 클럽（카나가와현）
TEL：045-547-1400
http://www.fukushi-club.net/

22

생활 클럽（나가노현）
TEL：0266-24-0222
https://nagano.seikatsuclub.coop/

23

생활 클럽（야마나시현）
TEL：055-241-1641
https://yamanashi.seikatsuclub.coop/

24

발행／생활 클럽 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2020년 12월 1일 발행　
(우)160-0022도쿄도 신쥬쿠구 신주쿠 6-24-20  TEL:03-5285-1771 FAX:03-5285-1837　https://seikatsuclub.coop/

근처의 생활 클럽

2020.12

생활 클럽 
그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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