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작품명

박*영 우리 집 식탁에서 만나는 한돈

작품설명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한돈 산업의 활동 모습을 우리 집 식탁 위 그릇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축사 냄새 절감·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구축 등 깨끗하고 친환경 한돈 농장을 가꾸는 모습,  
벽화 그리기 활동 모습,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한돈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이름 작품명

신*원 딩동 친환경 한돈 왔습니다.

작품설명

환경보호캠페인(나무심기, 친환경 포장재사용)과 축사환경개선 등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한돈
의 지속가능한 비전(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한돈 선물)을 제시하였고, 소비자들의 집까지 안전하

게 전달하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대한한돈협회협회장상



이름 작품명

주*찬 친환경 한돈, 스마트 한돈, 더불어 한돈

작품설명

자연순환형 축산산업 육성 및 친환경 ICT 스마트팜 구축, 악취 저감 환경개선사업(방취림 식목, 
방취벽. 악취저감장치 설치, 액비순환방식 시스템 활성화, 분뇨정화처리시설 확대, 농장외벽 미화
등), 한돈자조금 나눔활동( 한돈 기부, 한돈농장 가꾸기 등), ESG 실천, 가축 질병 예방 및 동물복
지실현, 탄소중립실현(축산분뇨 및 퇴비 바이오 에너지화, 저단백 사료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 야
생멧돼지 ASF 분석대응 및 위생방역 강화, 프리미엄 한돈 연구개발 등으로 환경, 사회, 한돈 산업

이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돈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입니다

농협중앙회장상



이름 작품명

송*찬 한돈 자연을 품다

작품설명

한돈 자연을 품다_ 한돈과 소비자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 
한돈을 소비함과 동시에 자연환경 개선에 동참 할 수 있음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우수상



이름 작품명

손*리 ESG 농장꾸미기

작품설명

지속가능한경영에관해잘모르는분들도그림만보고쉽게이해가능도록
각층마다부문별로직관적이고친근하게표현하였습니다.

E층:양돈농가의냄새를줄여주는침엽수와환기시스템, 탄소저감사료, 
친한경에너지인태양열사용하기, 분뇨정화시스템

S층:이웃과지역사회와의나눔은행, 동물복지와방역의책임
G층:투명하고정직한경영, 지속가능을위한미래연구소, 미래를위한스마트팜
우리모두지속가능한경영을위해ESG 농장을정성스럽고예쁘게농꾸해봐요!

우수상



이름 작품명

김*진 한돈이 어제를 넘어 내일을 향해 뜁니다

작품설명

한돈이 ESG를 발판삼아 모두가 한돈으로 행복하고 더 깨끗하고
내일을 향해 뛴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상



이름 작품명

조*민 생활속에 한돈, 함께하는 ESG

작품설명

한돈을 구매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한돈의 ESG를 표현하였습니다.
한돈산업이 환경,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향후에도 공존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수상



이름 작품명

권*지 ESG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한돈

작품설명

ESG 경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한돈 이라는 컨셉으로 ‘한돈 나무’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가꾸
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는 한돈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성장하는 한
돈의 현행과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방향에 대한 미션을 ‘한돈 나무’의 잎에 적어놓음으로 그러한
미션이 한잎, 두잎 자라날 때마다 더 풍성한 한돈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

다.

우수상



이름 작품명

김*진 다 함께 한돈!

작품설명

다함께 한돈은 ESG경영을 이행하는 한돈에게 바라는 의미로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우리나라 한돈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기업은 물론 우리사회의 희망과 자연과 동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 하였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김*미 한돈의 힐링

작품설명

우리돼지들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이 곧 한돈 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적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들이 운동을 하고 놀며 음악을 듣고 나무를 심고 함께 어우러져 다 함께

일상을 만드는 오후의 힐링 타임을 표현했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구*은 함께 살아가는 한돈

작품설명

우리 함께 하는 한돈의 의미를 담아 한돈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돼
지와 우리마을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한돈의 자연친화적이고 나눔하
며 함께 살아가는 “한돈”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돈과 함께살아가는 모습을 타이포를 활
용한 구조물로 다양한 한돈의 활동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일러스트로 표현 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적인 자연의 색과 돼지의 사랑스러운 분홍빛을 메인으로 활용하여 작업했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박*림 어르신에겐 희망을

작품설명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 되는 것이 '한돈'이 나아가야 할 방
향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농가 나무 심기 등의 자연친화적인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올
바르고 정직한 한돈 레시피를 제공하는 모습을 그려 한돈과 소비자가 꿈꾸는 미래를 표현했습니
다. 또한 동화 같은 느낌과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
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한돈의 지속가능한 모습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느껴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김경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

작품설명

현재 한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기여적 사업인 농장 가꾸기 캠페인, 나눔 이벤트 사업, 축사환
경 개선 및 냄새 확산 방지등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조화
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태양광 패널과 배설물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나 풍력 발전으로의 전환, 
밭의 비료 공급 등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형 산업으로 ESG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한돈의 캐릭터, 로고 등은 작품 내용 전달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표현하였

음)

입선



이름 작품명

이*경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한돈 산업

작품설명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한돈 산업을 주제로, 보다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축
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택배는 환경에 좋은 전기차를 이용해 나아가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나타내

었습니다. 더 함께 환경, 사회와 공존 하는 사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최진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돈

작품설명

한돈의 더 나은 미래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과 정성이
한돈을 찾고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꾸준히 찾을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일상 속에서 푸르게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이*정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한돈

작품설명

ESG 경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활용 등 환경적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풍력발전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지는 한돈의 제품 품질은 더 향상될 것입니다. 한돈 로고
색과 같은 나비를 넣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한돈을 표현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소비자들의 식
품안전과 만족을 사람들을 통해 그렸고, 한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를 생각하는 한돈 기업을

친근감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입선



이름 작품명

변*인 ESG 한돈의아름다운모습

작품설명

저는E(환경보호)S(사회공헌)G(윤리경영)에노력하는한돈의아름다운모습을그림으로그려보았어요. 
먼저돈사지붕에태왕광패널을설치해친환경전력을생산하고, 친환경에너지들을주에너지로사용하
여자연에도움이되게하며, 사회적으로많은봉사활동을하며공헌하고윤리경영하여살기좋은멋진세

상을만든모습을그림으로그려보았어요

입선



이름 작품명

문*혜 행복과건강을전달하는우리한돈

작품설명

저는우리식탁에서종종만나는한돈돼지고기에대해먼저알아보고있어요. 인터넷으로검색도
해보니한돈은ESG요소를반영하여운영하고있다고해요. 친환경아이스팩활용이나사회공헌활
동도많이하고, 한돈뱅크를활용하여ESG경영에힘을쓰고있어요. 행복과건강그리고사랑을주

는한돈의모습을담아그렸어요

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