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협동조합 

편의서비스 안내
생활협동조합쇼핑몰

http://www.yonseicoop.co.kr

yonseicoop@yonsei.ac.kr

교내 one-stop 서비스

T. 02-2123-4949  

F. 02-312-0471

생활협동조합 
편의서비스 안내

행정부서/연구센터 내부거래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각 기관이나 부서 업무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부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주로 사용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외부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식음료  삼다수, 아이시스, 연세생수, 커피, 차류 등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  문구 및 잡화

지류  더블A, 밀크미색A4, 등

토너류  삼성토너, HP 등

학교의 단가계약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Y-Mall(www.yonseicoop.co.kr)에서도 주문가능합니다.

02.2123.4949

대표전화 02-2123-4949

도시락 주문 및 배송 02-2123-4073 
학생식당 (주)웰스토리

커피 및 다과 케이터링 02-2123-4030 
사업부

조찬/연회 02-2123-4073 
(주)웰스토리

행정부서 내부거래 02-2123-4949

교내 ONE-STOP 서비스 02-2123-4949  신촌캠퍼스

032-749-4949 국제캠퍼스

복합기 렌탈서비스 02-2123-8161 
교내 각 부서의 사무용 복합기렌탈

종합출력서비스센터 02-2123-4067 
POD센터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의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조합원 복리증진과 

올바른 대학 소비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내외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자

직영 및 위탁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ONE-STOP 서비스를

(행정부서 내부거래, 도시락, 커피 및 다과 케이터링 등)

제공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도시락(LunchBox) 
주문 및 배송
(Take-out  & Delivery)

9첩 도시락

구성메뉴 

9첩소불고기/9첩황태구이/
9첩쭈꾸미/9첩삼치구이

9가지 반찬으로 영양가득한 9첩 도시락

10,000원

프리미엄 도시락

구성메뉴 

프리미엄 소불고기 & 장어
프리미엄 소불고기 & 메로
프리미엄 소불고기 & 전복
프리미엄 소불고기 & 폭찹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찬합 도시락

20,000원

세프셀렉션

구성메뉴 

몽골리안치킨덮밥/중화잡탕밥/차슈벤토/
토리벤토/불고기벤토/삼겹살덮밥/
불닭오므라이스/소시지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

셰프 시그니처 메뉴를 담은 셰프셀렉션

8,000원

찬합 도시락

구성메뉴 

찬합소불고기/찬합황태구이/찬합연어구이/
찬합칠리새우/찬합쭈꾸미

정갈한 찬류의 찬합도시락

15,000원

일식 도시락

구성메뉴 

일식도시락
(메로구이/쭈꾸미 볶음/초밥 4종/튀김 3종/
 젖갈류/일식계란/나물류/잡곡밥/미소장국)

일식의 풍미를 더한 찬합 도시락

18,000원

연회 및 케이터링
(Refreshments Catering)

세미나, 학회, 모임 등에 어울리는 다양한 케이터링서비스 제공

건강한 제철 식재료에

정성과 품격을 더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00원
~

학생회관 부를샘(PDR Room) 48석

학생회관 고를샘(PDR Room) 28석

교내 각종 조찬 행사 출장 뷔페 가능

구성메뉴 

한식 / 양식 

* 가격 및 메뉴 협의 가능 *

연세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민 동 준

구성메뉴 

5,000원 음료 외 1종 / 7,000원 음료 외 2종
10,000원 음료 외 5종 / 12,000원 음료 외 8종

20,000원 소불고기 외 20종
30,000원 소갈비찜 외 30종 

뷔페 다과회
다채로운 메뉴로 구성된 프리미엄 뷔페트레비앙만의 특별한 음료와 디저트

조찬

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