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선 투어
집에서 기업탐방 하기

프로젝트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정소리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정다예



# 희망이음_서포터즈 전북팀

# 프로_계획러

# 검색_광

# 기업투어_새내기

# 호기심쟁이

# 행동_대장

랜선 투어를 함께 할

정소리 / 팀장 정다예 / 팀원



희망이음이 뭐야?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탐방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야?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청년들과 지역 우수 기
업을 연결시켜 모두에게 윈윈
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희
망이음 프로젝트야!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해보면
서 이해도도 높이고 일자리에
대한 시야도 넓힐 수 있지~

탐방 전 잠깐!



#닭고기
#용가리_치킨
#하림하면_빨간색

이번에 찾아갈 기업은? 하림



# 전북 대표적인_우수 기업

WHY?



# 소비자의_신뢰를 받는 기업

WHY?

국내 신선육 점유율 1위

브랜드 파워 1위

한국의 경영대상 5년 연속 경영품질부분 대상



# 다양한_시도를_꾸준히 하고 있는_기업

WHY?

제품 수 약 850 종 다양한 닭고기 제품 개발

업계 최초 KS마크 품질인증 획득
HACCP 인증획득
100% 무항생제 제품 출시

자연 신록, 용가리 치킨, 닭가슴살
캔, 삼계탕 등 인기 제품 보유

친환경 축산농업사육
급속동결공법
저온진공조리법
철처한 품질관이의 물류
시스템 구축



# 기업 소개

# 기업 탐방

# 홍보활동

#소감



기업명 : ㈜하림

설립년도 : 1990년 (하림식품 설립 1986년)

사업 범위 : 양계, 부화, 종계, 사료, 가공판매,

식자재, 급식 등

직원 : 약 2200여명 (2018년 기준)

주요제품 : 용가리, 즉석삼계탕, 자연실록 등

# 기업 소개



수상 내역

2015 2016 2017

13년 연속 브랜드 파워1위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

위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명품대

상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농림장관

상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사회공

헌대상

더프라우드 고객 가치 최우수상품

자연실록

14년 연속 브랜드 파워1위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문화 상

품(삼계탕)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

위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명품대

상

더프라우드 고객 가치 최우수상품

자연실록

대통령 훈장 수상

대통령 표창장 수상

15년 연속 브랜드 파워1위

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

경 받는 기업 1위

11년 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

의 명품대상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

부문 명예의 전당 헌액



사업 부문

# 사육

원종계( 종계를 낳는 닭)
종계(육계를 낳는 닭)

부화
사료농장

# 신선육

도살, 처리

# 육가공

냉동가공라인
냉장가공라인
상온가공라인



비전

글로벌 생산성 1위

2030 가금 식품기업 세계 10위

핵심가치

미래를 만드는 도전

행복을 나누는 상생

책임을 다하는 열정



하림 일대기

1978
황등 농장 설립

1986
㈜ 하림 식품

설립

1990
㈜ 하림 설립

1992
김제 사료공장

준공
1996

삼기 부화장

2004
본사 가공공장

준공

2012
정읍 공장 준공

1997 육가공 공장
준공

2018
Smart Factory 완

공 목표



삼장 통합 시스템

생 산 과 유 통 의 통 합 체 계

1차 농업을 2,3차 고부가 가치
농 식품 산업 모델로 격상 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수직계열화 사
업 발상지로 농업의 발전 가능성
을 보여준 사업모델

비용절감과 위생적인 상품 공급 등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주요 제품

최초 동물 복지,

차별화된 유럽식

시 스 템 도 입

동물복지 및

무항생제 인증 ,

스킨팩 포장기법

당일 도계한 신

선한 닭으로 최

상의 품질 구현

명 실 상 부

베 스 트 제 품



신선육 1위 기업

2017년 기준

출처 : 하림



전라북도 속 하림

도계

이외에도 인천종합축산물센터,
연무, 무장, 낭산, 삼기, USA

영업지점은 전국에 위치

사료

부화

주요 사업장



윤리경영

인재육성 (교육기부)

문화재 및
천연 기념물 보

존

지역사회 활동

지역아동센터 핑크나누리
지역학교 교육특강
삼계탕 식사대접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피오 봉사단 발족
생태계 보호활동

영유아 도서 및 장난감 지원
초등 장학생 선발도서시상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꿈꾸는 요리사 프로그램



# 기업 탐방

Smart Factory 건설로 인
해 공사 중인 하림 본사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입
성!

공정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 공정
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닭 공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
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



# 기업 탐방

하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터뷰 할 수
있었던 시간

그 전에 찰칵!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본격적으로 신선육과 가공육 공정과정
을 살펴보는 시간

직접 보니신기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



삼장통합을 통해서 1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높였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림의
장점은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점입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도계 전 4시간 가량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토 캐칭으로 닭들이 도계과정에서 스트
레스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 인터뷰

Q
하림과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들을 비교
하였을 때 이 것만큼은 하림이 최고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장점/특별한 점이 있나요?

A



신선육의 경우 하루에 50만 마리 정도, 말복 같
은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하루에 70만 ~ 80만
마리를 생산합니다. 신선육의 경우 4개 라인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Q 하림 익산 본사에서만 하루에 얼마나 생산
을 하고 있나요?

A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1
년,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 인터뷰

Q 하림 홈페이지 복리후생을 살펴보면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가 기재되어있지 않던데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직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졸자 기준 평균 신
입사원 초봉은 약 3100만원입니다.
하림은 사무직보다 기술직, 영업직을 더 많이
뽑습니다.

# 인터뷰

Q 신입사원 초봉이 궁금합니다. 또 어떤 직무
를 많이 뽑으시나요?

A



# 채용 절차

서류전형

기획관리

1차 면접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합
격

# 직무

마케팅 영업 연구개발 사육 경영지원품질보증



# 복리 후생
동호회 활동

기숙사

경조사 지원

휴가비 지급

통근버스 운영

의료지원

콘도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기타



# 홍보 활동 https://blog.naver.com/ksolar03

https://www.instagram.com/hopelink_jeonbuk/

SNS 활동 건수 20건 ~ing



# 홍보 활동



# 소감
육류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전북에 있다

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 닿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한번도 하림

이 동물 복지에 신경 쓴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하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 이렇게 좋은 기업을 나만 알 순 없지!

모두 같이 알아야 돼

물건을 살 때 회사명 보는 편이 아니어서 하림이 신

선육 분야에서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신기하고 기업탐방 과정도 너무 좋았어J 전북 지역

에 이렇게 강한 기업이 있다니! 지역 기업도 대단한

기업이 많은 것 같아! 더 알아보고 싶어

랜선투어를 함께 한 친구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으

면 좋겠다. 다음 번에도 부탁해요~



랜선 기업탐방 완료!
We will see 

our next tour



Thank you for 
wat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