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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일한 이들이 쉬어가는 곳,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곳, 행복을 나누는 곳,

‘하림’은 삶의 가치를 만들어 행복을 나누는 ‘여름 숲’입니다.

하림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만으로
최고의 맛을 만듭니다.

About Harim

비전경영체계
비전

철학

하림인의 정신

미션

행동원칙

글로벌 생산성 1위

하림은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부문의 생산성에서 글로벌 1위를 지향합니다.

단순함을 추구하라

‘단순함’이란 군더더기가 제거되고 본질과 핵심이 체계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문성이 고도화되고 효율이 극대화될 때 단순함이 드러납니다.

끝없는 도전

‘끝없는 도전’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이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창출과 행복나눔

하림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을 통해 삶에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 임직원, 주주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열정적으로
행동한다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Global Food & Agribusiness
Food & Agribusiness
하림은 건강한 식소재를 생산·가공·판매하고,
식품 제조와 식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lobal Food & Agribusiness
기업입니다.

Integration
하림은 자연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통합 경영하는 시스템과 경험,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의 완전성·균형성·순수성이 그대로 담긴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
곡물부터 사료, 사육, 가공,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Food Platform
하림은 중간 유통 과정없이 소비자의 집으로
바로 가는 D2C서비스를 통해, 자연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최고로 맛있는 식품을
가정의 식탁으로 전하는 Food Platform입니다.

통합관리: Nature to Table

자연

Nature

공장

농장

곡물

시장

Plant

Farm

Grain

Market

1
2
3
4

1

1 단계 Farm to Market : 농장-공장-시장의 통합경영

2

2단계 Farm to Table : 식품유통사업으로 확장

3

3단계 Grain to Table : 곡물유통사업으로 확장

4

4단계 Nature to Table : 종합식품사업으로 확장

식탁
Table

하림이 걸어온 길

1978-1999

1999-2006

창업 및 축산계열화 도입기

가금사업 다각화 및 확장기
’99

㈜그린바이텍 편입

’78

익산 황등농장 설립 (가금사업 진출)

’86

㈜하림식품(구) 설립

’90

㈜하림 설립 (계열화사업 도입)

한국농수산방송 설립 (현 NS홈쇼핑)

’97

㈜하림 코스닥 상장

㈜한국썸벧 편입 (동물의약품사업 진출)

육가공공장 준공 (식품유통사업 개시)

㈜올품 설립

’01

제일사료㈜ 편입 (사료사업 진출)

2007-2012

사업영역 확대 및 글로벌 진출기
’07

㈜선진 편입 (양돈사업 진출)

’08 한강씨엠㈜ 편입

2013-2022

종합식품기업 도약기
’13

㈜하림식품(신) 설립 (종합식품사업 개시)

’15

팬오션㈜ 편입 (해운/곡물유통사업 진출)

’16

㈜하림펫푸드 설립
하림산업 설립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개시)

㈜팜스코 편입
’10

하림그룹 출범

에코캐피탈 설립 (여신금융사업 진출)

’17

나폴레옹 갤러리 오픈

’18

하림푸드콤플렉스 착공
하림지주 출범 (단일 지주사 체제 확립)

참트레이딩 설립 (무역사업 진출)
’19

’02

㈜주원산오리 편입

’11

지주사 체제 가동
Allen Harim Foods 편입 (미국 진출)

하림지주 신사옥 준공 (전북 익산)

’20~ 종합식품사업 전개
팬오션㈜ EGT(미국 곡물터미널) 인수

Harim's Food Philosophy

하림의 식품철학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사용해
최고의 맛을 만드는 하림그룹의 식품철학

자연

신선
“식품철학”
최고의 맛

하림은 ‘식품의 본질은 자연에 있으며

신선한 식재료로
최고의 식품을 만든다’는 식품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철학은 곡물에서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물류까지 하림그룹 전 사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림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최고의 식품을 가정의 식탁 위로 전달해
고객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Business

사업영역

Global Food & Agribusiness 전문기업 하림은
자연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 가치사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① 곡물 > ② 해운 > ③ 사료 > ④ 축산 > ⑤ 도축가공
> ⑥ 식품제조 > ⑦ 유통판매 등 7개 핵심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개 사업 영역은 ‘Nature’s Sensation’의 식품철학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들은
각자의 업종에서 전문화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영역

“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사용해 최고의 맛을 만드는 하림그룹의 식품철학은
곡물에서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물류까지 하림그룹의 전 사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곡물

”

팬오션, 팜스코(인도네시아 법인)

“하림은 2016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곡물유통사업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곡물조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곡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2%에 불과해
매년 1,7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곡물은 국내 수요량 전량을 해외에 의존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추이 (%)

80.5%

이러한 상황에서 하림은,
2020년에는 미국 곡물터미널 EGT의 지분을 인수해
글로벌 수준의 곡물유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곡물 트레이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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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해운

팬오션

“국내 최고의 벌크전문 해운선사 팬오션은 300여 척의 선대를 운용하며
건화물 해상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과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LNG, 중량물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도 활약하고
국내 산업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메이저 에너지 기업과 LNG선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원유 운반선(VLCC)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료

제일사료, ㈜하림, 알렌하림, 선진, 팜스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최고의 사료를 생산하여
국내 민간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림은 국내 13개 배합사료공장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은 물론
물고기, 말, 염소, 토끼, 메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종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축산

㈜하림, 알렌하림, 선진, 팜스코

“하림은 대한민국 축산을 선도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1,700여 사육 농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가축 사육에 대한
최고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식 농장과
최신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합니다.

※㈜하림 연평균 FCR (사료요구율)
*FCR: 1kg을 찌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
수치가 작을수록 효율이 높음
1.825
1.443

또한 우수한 한국형 종돈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씨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과 동물복지가 조화된
첨단 스마트 농장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축가공

㈜하림, 알렌하림, 주원산오리, 선진, 팜스코

“축산육류 제품은 도축과 가공공정에서 그 품질이 좌우됩니다.

닭 도계수수 (2021, 해외포함)

366,239,566마리

(국내 319,903,000마리 | 해외 46,336,566마리)

하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최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도축 가공공장
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육류와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8개의 도축(도계/도압) 및 22개의 육가공공장을
파트너 플랜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 도축두수

(2021)

2,425,000 마리
오리 도압수수

(2021)

4,518,878 마리

사업영역

식품제조

㈜하림, 선진, 팜스코, 하림산업, 하림펫푸드

“‘신선한 식재료로 최고의 식품을 만든다’는 하림의 식품철학은 식품제조 분야에서 구현됩니다.
현대인의 식품소비 패턴에 맞춰 편리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며
재료의 신선함으로 차별화한 삼계탕을 미국·중국·일본·홍콩·캐나다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는 신선한 재료만으로
HMR(가정간편식), 즉석밥, 라면 등 최고의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펫푸드 전용 플랜트에서 100% 휴먼그레이드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림 퍼스트키친(Harim First kitchen)
오늘날 가정의 주방들은 조리(cooking)보다는
식사(dining)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퍼스트키친은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공간이
밖으로 나가 모여 만들어진 식품공장(커다란 부엌)을 말합니다.
온 국민의 공유주방 하림 퍼스트키친에서는
밥, 국, 탕, 찌개류 등 가정간편식과 천연조미료, 라면 등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

※하림 퍼스트키친(Harim First Kitchen)

K1

First Fridge

공원

K3

구분

용도

면적

K1

육수, HMR, 육가공, 소스

43,116㎡ (13,042평)

First Fridge

온라인 물류센터

24,061㎡ (7,278평)

K2

면류

33,468㎡ (10,124평)

K3

즉석밥

22,784㎡ (6,892평)

K2

사업영역

유통판매

NS홈쇼핑, 글라이드, 하림산업, ㈜하림, 선진, 팜스코, NS홈쇼핑, 하림펫푸드

“하림은 고객의 식탁에 건강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신선한 식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식품전문 채널인 NS홈쇼핑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오프라인 유통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품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글라이드를 통해
D2C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시 양재동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처리에 필수적인 물류·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도시첨단물류단지
하림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만듭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이 망라된 최첨단 물류시설과 유통판매시설,
R&D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로운 개념의 복합물류단지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비대면 경제 활동과 모바일 쇼핑의 일상화에 따라 급증하는
도시 생활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입니다.
하림은 서울시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에 포장 없는 생활물류,
쓰레기 없는 식품물류,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물류, 첨단 스마트 물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전물류를 구현하고 R&D 지원시설을 입체화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일으키는 세계 유일의 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조감도>

이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부지>

ESG: One Health with Harim

ESG: One Health with Harim
하림은 하나의 건강(ONE HEALTH)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합니다.
하나의 건강이란, 식품과 동물·사람·사회·환경이 모두 함께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림은 건강한 식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와 모든 구성원들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 파트너들의 경제적 건강을 지키며,가축과 반려동물의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림의 목표입니다.

ONE HEALTH
FOOD

ANIMAL

PEOPLE

SOCIETY

ENVIRONMENT

하나의 건강(One Health)
건강한 동물 Animal

건강한 식품 Food

건강한 환경 Environment

친환경 태양광 설비를 장착한 선진 제일종축

동물복지 브랜드 자연실록 동물복지

하림의 식품철학을 그대로 구현한 글라이드 왕갈비탕

건강한 사람 People

건강한 사회 Social

※ ㈜하림 계약사육농가 연평균 사육경비소득
- 2021년 기준 ㈜하림 계약사육농가 사육경비소득은 2억
- 전국 농가소득 4,310만원 대비 5.1배(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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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연간 3회전 이상 사육농가 기준 (단위: 백만원)

하림이 후원하는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청년들의 꿈을 함께하는 하림
하림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꿈꾸며
그들이 꿈이 실현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긍정과 도전정신의 상징이자 자유와 평등, 우애의
가치를 인류에 선사한 나폴레옹의 이각모(Bicone)를
상설 전시한 나폴레옹 갤러리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로
끝없이 도전하는 나폴레옹의 정신을
청소년과 기업, 사회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술품 무이자 할부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미술품의 거래정보와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미술품거래소> 앱을 선보인
에코캐피탈에서 운영하는 에코락갤러리는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열정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에코락갤러리에서는 개관 후 140회 이상의 기획전시가
진행되었고, 홈페이지 에코락갤러리닷컴
(www.ecorockgallery.com)을 통해 2천여 명의
작가와 2만9천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에코락 갤러리| 경기도 고양시

나폴레옹 갤러리 | 경기도 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