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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이치큐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Report

Overview 경영접근방법 공시(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토탈 트립 플랫폼 전문회사, 글로벌 안테나 공급사로 믿음과 신뢰
를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임직원이 모두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경영시스템(TL9000:2015) 및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14001:2015)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하이라이트
- 수출향상 : 전년대비 200%향상
- RF설계 솔루션 Tool 및 증설 : 3.5억 투자
- Solidworks(솔리드웍스) 3D 설계, PDM Tool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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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프로필
보고원칙 GRI Standards. ISO26000(2010), UN콤팩트 10대 원칙
보고범위        이해관계자
보고기간        2020. 01-2020. 12(2020년 성과)
보고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개년
보고주기        매년 1회 
구성특징        GRI Standard에 따라 중대이슈 중심으로 보고
보고공개        www.thehqco.com
이메일            yghwang@gammanu.com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185-44(금곡동)
보고일자       2021.11.30
문의처           031-831-8800

Profile

더에이치큐 본사 감마누 안테나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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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프로필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긍정적인 사고, 진취적인 기상, 창의적인 도전, 과감한 추진, 끊
임없는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회사형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브랜드 더에이치큐 (The HQ)

본사/공장/ 연구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9층
・공장/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185-44(금곡동)

생산제품 및 서비스 ・안테나 사업부 – 이동통신 안테나
・여행 사업부 – 인바운드플랫폼(Inbound platform), 면세상품유통

시장점유율 ・안테나 사업부 - 국내시장 30%
・여행 사업부 - 국내시장 50%

핵심고객 ・안테나 사업부 - SK텔레콤, KT, LG U+, AT&T
・여행 사업부 – 국내면세점, 중국 하이난 면세점

협력업체수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비고

국내 개 53 44 42

국외 개 4 2 2

(*) 상기 협력업체수는 안테나 사업부만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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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2010

2011~2015

2016~2022

2016.03 
AT&T 5G 공급업체 선정

2017.03 
WEIHAI GAMMA NU RHO Co., Ltd. 
중국 법인 설립

2017.08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대명국제여행사 지분취득 51%   

2018.03 
뉴서울국제여행사, 신화국제여행사 
지분취득 51%

2020.12 
종속여행사 7개사 흡수합병 

2021.03 
상호변경((주)더에이치큐),  
본점소재지 변경(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9층)

1997~2000

2001.12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2.01 
SKT, KT, LG U+ 기지국 안테나 
인증 및 공급

2006.07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8.11 
TL 9000, ISO 14001 인증획득

2009.11 
제6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중
기청장 표창 수상

2011.03 
Far-field Antenna Anechoic 
Chamber 신축

2011.11 
2011 SK telecom Partner’s 
Day 최우수상 수상

2012.08 
KT LTE(900 MHz 4포트)안테나 
인증획득

2013.08 
PIM Analyzer 출시

2014.08 
코스닥증권시장 상장

2015.01 
SKT 동반성장 위원회  
최우수 협력기업선정

2015.01 
Gamma Nu Theta,  
Inc. 미국 법인 설립

1997.10 
(주)감마누 웨이브 설립

1998.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8.10 
SKT, KT, LG U+ Business 
Partner 선정

1999.12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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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공동대표이사 

위청드어
2021.11.12 여행 사업부 총괄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공동대표이사 

김상기
2021.11.12 안테나 사업부 총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자유로운 여행, 
평화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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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최초 안테나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인바운드 플랫폼(Inbound platform)사업을 필두로 매출이 증대 중이며, 면
세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겸비한 토탈 트립 플랫폼 전문회사, 글로벌 안테나 공
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경영시스템(TL9000: 2015), 품질경영시스템(ISO14001: 2015) 인
증을 통해 환경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
자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이슈과제 선정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으로 경쟁력 향상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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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경영전략

주요사업 영역
B2B

이동통신 안테나개발, 제조, 판매 미국, 유럽, 일본 등 9개 국가 수출

수출

B2B B2B 및 수출

인바운드 플랫폼 
(Inbound platform)사업 중국 하이난 면세점 물품 공급

안테나 사업부

여행 사업부

Vision

경영전략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한다

언제 어디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여행 및  
서비스로  세계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모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회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동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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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식별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인터뷰 및 설
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렵하여 이슈과제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과 조직으로 이해관계자를 정
의하고 ISO26000(2010)의 식별기준에 따라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기업, 정부, 지역사
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경영활동
에 반영하여 지속 적인 개선활동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NO 이해관계자 소통 Channel 주요 이슈

1 임직원

•소통 게시판
•경영성과 회의
•노사협의회
•직원 교육
•워크샵

•공정한 보상
•안전과 보건
•경영성과 
•의사소통
•근로복지
•노사관계

2 협력사

•공정거래
•간담회
•품질보증
•기술지도

•공정거래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협력
•기술지도

3 주주

•주주총회
•영업 브로셔
•투자미팅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재무제표

•투명한 경영
•납세의무
•법규 및 규정 준수
•리스크 해결
•배당

4 고객

•고객정보 보호
•홈페이지
•SNS 활동
•전시회, 박람회
•고객만족도

•품질 및 서비스 향상
•고객과 소통
•기업의 가치
•ESG 경영의 진정성 여부

5 지역사회 NG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역사회 소통
•환경투자

•온실가스 저감
•고용창출
•사회공헌과 환경보호
•선순환 경제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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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 평가 프로세스 

중대성 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중요성과 회사의 중요성을 구분하여 범용적으로 이해관계
자 이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중요성과 회사에 중요성으로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여 상에 해당되는 범주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요이슈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중
대성 평가는 회사의 프레임워크(Framework)의 경제, 사회, 환경범주에서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 측면과 회사내부 의견을 반영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
습니다. 

이
해

관
계

자
의

 중
요

성

회사에 중요성
하

중

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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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안테나 사업부)

주식회사 더에이치큐의 안테나 사업부는 이동통신 중계기 및 기지국 시스템의 각종 신
호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형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무선으로 송수신하여 통신서비
스를 가능하게 하는 안테나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이 획득한 60개의 특허기술과 고도의 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Gamma Nu” 브
랜드의 안테나 제품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미국의 AT&T 등 유명 통신사에 공급되
고 있으며, 기술과 생산능력은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안테나 업체를 능가하는 뛰어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징사진제품명

기지국 안테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기지국이나 RRH(Radio Remote Head), 중계기 
등의 RF신호를 전파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발생한 
전파는 단말기에서 수신하게 되며, 단말기로부터 
송출한 신호는 기지국 안테나에서 수신함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기지국
안테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는 기지국 중심으로 3개 
영역(120도)으로 3개의 섹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더 에이치큐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1개의 원통형 
레이돔에 3개의 섹터가 들어가도록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Tri-Sector 안테나는 설치공간적인 
자유로움과 미관상의 불편함을 없앤 친환경적인 
안테나입니다.

Tri-Sector
안테나

스피커 모양의 디자인으로 실내/외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설계로 세계적으로 더에이치큐의 
디자인이 유일합니다. 친환경 스피커안테나는 
미관상의 제약이 있는 공원이나 아파트, 한강대교 
등에 사용적합한 안테나입니다.

친환경
안테나

Small Cell 안테나는 매크로셀(기지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음영지역이나 데이터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 및 주거 지역 등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며 커버리지 확보와 용량증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안테나입니다.

Small cell
안테나

옴니 안테나는 인빌딩 안테나로 기지국의 신호를 
도너안테나로 받아 인빌딩중계기를 통해 신호를 
증폭하여 안테나로 서비스를하게 됩니다. 옴니 
안테나는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옴니
안테나

로그 안테나는 인빌딩중계기 안테나로 기지국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빔폭이 좁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로그안테나는 기지국 신호를 받는 도너안테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그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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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사업부  
제조공정도

공
정
관
리

(p
ro

ce
ss

 c
on

tr
ol

) 

출하(shipment) 포장(packing)

포
장
대
기

(packing standby)

측정(measure)제조(make)자재입고(materials)수입검사(I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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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사업부  
서비스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여행사업부의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Inbound platform) 은 관광
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대형면세점들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유입된 여행객들의 구매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마케팅수수료를 받는 인바운드 플랫
폼(Inbound platform) 사업과 해외면세점 등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판매 사업입니다.

여행사업부는 사업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정보, 
면세점의 프로모션 정보, 구매실적 별 인센티브, 면세상품 수요예측 등을 토대로 면세점
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확보하여 구매고객을 유치한 하위 협력여행사에 제시하
는 한편, 원활한 페이백수수료 지급을 위한 자금(선급금) 지원, 안전한 수수료 수령을 담
보할 수 있는 신용 환 경 유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 공유 등 구매고객 유치와 모
객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안전한 거래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면세사업 발전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여행사업부의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Inbound platform) 은 관광
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대형면세점들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유입된 여행객들의 구매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마케팅수수료를 받는 인바운드 플랫
폼(Inbound platform) 사업과 해외면세점 등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판매 사업입니다.

여행사업부는 사업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정보, 
면세점의 프로모션 정보, 구매실적 별 인센티브, 면세상품 수요예측 등을 토대로 면세점
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확보하여 구매고객을 유치한 하위 협력여행사에 제시하
는 한편, 원활한 페이백수수료 지급을 위한 자금(선급금) 지원, 안전한 수수료 수령을 담
보할 수 있는 신용 환 경 유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 공유 등 구매고객 유치와 모
객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안전한 거래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면세사업 발전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플랫폼
(Inbound platform)

면세점

구매 대행고객

THQ

협력 여행사

하위 여행사

마케팅 제휴 계약

모객(B2C)

송객등록�정산

인센티브(Payback)

송객수수료

면세상품  
구매

모객 
수수료

사업협력 
계약

송객
(B2B)

모객(B2C)
인센티브(Psybsck)

사업협력 계약
송객(B2B)

모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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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NO 구분 등록일 등록번호 내용 발행기관

1 특허 05-03-22 10-0480159 빔폭 가변 안테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빔폭 가변 방법 특허청

2 특허 06-03-14 10-0562847 안테나 특성의 가변 기능을 가지는 안테나 시스템 특허청

3 특허 06-03-14 10-0562851 안테나 복사패턴의 폭과 이득 및 틸트의 가변을 위한 안테나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안테나 시스템의 제어방법 특허청

4 특허 06-04-05 10-0570353 무선통신 시스템에서의 간섭 방지를위한 평면배열 안테나 특허청

5 특허 06-06-24 10-0595893
안테나 복사패턴의 폭과 이득 및 틸트의 가변을 위한 
트리폴 안테나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트리폴 안테나 

시스템의 제어방법
특허청

6 특허 06-06-28 10-0597128 안테나 특성의 가변 기능을 가지는 안테나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안테나 시스템의 제어방법 특허청

7 특허 06-07-03 10-0598736 소형 트리폴 안테나 특허청

8 특허 07-02-14 10-0685313 안테나 복사패턴의 수평빔과 수직빔 조절을 위한 
안테나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안테나 시스템의 제어방법 특허청

9 특허 08-10-22 10-0865749 광대역 이중편파 평면형 다이폴 안테나 특허청

10 특허 08-10-22 10-0865750 소형 이중대역 옴니 안테나 특허청

11 특허 08-11-20 10-0870725 기판형 광대역 이중편파 다이폴 안테나 특허청

12 특허 09-05-12 10-0898321 광대역 소형 이중대역 옴니 안테나 특허청

13 특허 09-08-03 10-0911438 소형 이중대역 복사 소자 특허청

14 특허 10-05-12 10-0958846 안테나 기생 소자 및 다중 대역 옴니안테나 특허청

15 특허 11-11-07 10-1083027 빔 틸트를 위한 위상가변기 특허청

16 특허 12-01-03 10-1104371 옴니 안테나 특허청

17 특허 12-01-26 10-1111578 이중편파 양방향성 안테나 특허청

18 특허 12-05-21 10-1150466 일체형 구조 위상가변기 특허청

19 특허 12-05-21 10-1150465 양방향 적측 위상가변기 특허청

20 특허 12-09-13 10-1184331 수동소자 상호변조 왜곡신호 측정장치 및 방법 특허청

21 특허 13-02-13 10-1235340 섹터화된 위상가변기 특허청

22 특허 13-08-21 10-1300561 일체형 트롬본 위상가변기 특허청

23 특허 13-09-02 10-1305246 접지홀을 구비한 위상가변기 특허청

24 특허 14-02-19 10-1367206 급전 구조가 개선된 옴니 안테나 특허청

25 특허 14-04-03 10-1383576 안테나의 빔 틸트 표시 구조 특허청

26 특허 14-06-19 10-1412135 MIMO용 수평 편파 무지향성 안테나 특허청

27 특허 14-06-19 10-1412128 급전 케이블의 길이가 대칭으로 구성되는 옴니 안테나 특허청

28 특허 14-10-22 10-1455667 개선된 구조의 위상 가변기 특허청

29 특허 14-12-05 10-1471838 안테나의 레이돔 조립용 캡구조 및 
안테나의 레이돔 및 캡 조립방법 특허청

30 특허 14-12-05 10-1471840  광대역 수평 편파 안테나 및 이를 이용한 MIMO 안테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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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허 49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8건, 서비스표 1건, 상표 1건 / 총 60건 중 특허증 9건 첨부

NO 구분 등록일 등록번호 내용 발행기관

31 특허 15-04-17 10-1514808 편파검증장치 및 편파검증장치의 동작방법 특허청
32 특허 15-05-26 10-1524528 다중대역 복사소자 특허청
33 특허 15-08-26 10-1548915 광대역 이중 편파 옴니 안테나 특허청
34 특허 15-09-09 10-1553261 개선된 구조의 위상 가변기 특허청

35 특허 16-02-02 10-1592948 구조가 개선된 대수 주기 안테나 특허청

36 특허 16-02-29 10-1600441 다중경로에 의한 광대역 이중편파 다이폴 안테나 특허청

37 특허 16-04-07 10-1612288 다중 포트 위상 가변기 특허청

38 특허 16-06-15 10-1632275 다중대역 2포트 안테나 특허청

39 특허 16-06-15 10-1632276 PIM 자동 측정장치 특허청

40 특허 16-07-26 10-1644445 기지국 안테나 특허청

41 특허 16-08-24 10-1652281 PIM 측정 시스템 및 방법 특허청

42 특허 16-08-24 10-1652284 복사 소자 및 그를 이용한 기지국 안테나 특허청

43 특허 17-02-16 10-1709318 복사 소자 및 그를 이용한 기지국 안테나 특허청

44 특허 17-06-19 10-1750336 다중대역 기지국 안테나 특허청

45 특허 18-12-10 10-1929348 PIMD 신호 제거가 가능한,
능동소자를 포함하는 기지국 안테나 장치 특허청

46 특허 19-01-22 10,186,772 다중대역 복사소자 미국

47 특허 19-11-12 10,476,120 다중 포트 위상 가변기 미국

48 특허 20-03-27 10-2096315 네트워크 기반의 지문 인식 도장 관리함, 
지문 인식 도장 및 이를 활용한 도장 관리 방법 특허청

49 특허 20-11-03 CN 107112632 B 다중 포트 위상 가변기 중국

50 실용신안 12-08-07 20-0461905 옴니 안테나 취부용 마운팅 브라켓 특허청

51 디자인 10-09-20 30-0573966 패치 안테나 특허청

52 디자인 10-09-20 30-0573967 패치 안테나 특허청

53 디자인 10-09-20 30-0573968 옴니 안테나 특허청

54 디자인 10-12-07 30-0582041 안테나 고정 지지대 특허청

55 디자인 12-05-09 30-0644162 지지대용 패치 안테나 특허청

56 디자인 13-02-13 30-0681181 안테나 고정 지지대 특허청

57 디자인 14-12-05 30-0775290 무선통신 기지국용 안테나 특허청

58 디자인 14-12-05 30-0775293 무선통신 기지국용 안테나 특허청

59 서비스표 00-09-20 41-0063500 gamma nu 특허청

60 상표 00-07-06 40-0473111 gamma nu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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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NO 등록일자 등록번호 내용 발행기관

1 2007.06.13 T07-019 정보통신경영시스템(TL9000 :2015) KQL

2 2008.11.06 E08-015 환경인증시스템(ISO14001:2015) KQL

3 2020.05.18 200601-0043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포상 NO 구분 등록일자 등록번호 내용 발행기관

1 표창 2009.11.03 6481 대·중소기업상생협력표창 중소기업청

2 수상 2002.11.30 11479659 수출의탑(1백만불)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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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위드 코로나’ 한달 앞으로…여행·호텔 관련株 ‘신바람’

입력 2021-10-12 11:04:04 수정 2021-10-12 12:52:49 배요한 기자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경기 재개 (리오프닝) 업
종에는 대표적으로 여행·항공·호텔 및 레저주가 꼽
힌다. 항공과 여행 및 레저 분야는 지금까지 코로나
19 여파와 방역 조치로 인해 실적 저하가 불가피했으
나 위드코로나로 실 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대표적 
업종이다. 여행 업계는 최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 (여행 안전

권역) 국가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여행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THQ(더에이치큐, 구 감마누)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THQ는 인바운드 플
랫폼(IP) 사업 기반 지난해 세계 1위 면세점으로 등극한 하이난 면세점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최근 하이난성 하이요우면세점에 다양한 카테고리, 다수의 국내 유명 브랜
드를 성공적으로 유치시키며 확장하고 있다.

 THQ, 中하이난면세점에 MZ세대 패션브랜드 시즌 신상품 선적 개시

최종수정 2021.09.28 09:36 기사입력 2021.09.28 09:36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THQ (더에이치큐, 구 감마누)는 중국 하이요우 면
세점에 의류브랜드인 Kirsh(키르시), 5252 BY 
OIOI(5252바이오아이오아이)의 2021 FW (Fall/
Winter) 시즌 상품 발주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선적
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10월 본격적인 성수
기 시즌을 앞두고 기존에 입점돼 있는 캐주얼 패션브
랜드들의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 입고를 통해 THQ의 

하이난 면세 사업 판매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

 박호산 THQ 부사장 “10월 中소비시즌 펼쳐질 것...하이난 진출로 교두보 마련”

파이낸셜 뉴스입력 2021.09.17 11:03 수정 2021.09.17 11:03 [파이낸셜뉴스] 

“10월 중국 국경절 등 소비 시즌을 맞아 하이요우면
세점의 본격적인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최근 중국 하
이난섬에 위치한 하이요우 면세점 진출을 선언한 코
스닥 상장사 THQ(더에이치큐)의 박호산 부사장 (사
진)은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
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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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Q, 중국 현지법인 설립… “중화권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입력 : 2021-07-22 10:46:04  수정 : 2021-07-22 10:46:04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최근 하이난 면세점에 국내 22개 브랜드를 성공적으
로 유치한 THQ (192410) (더에이치큐)가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중화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THQ는 중국 하이난성에 현지 판매법인 ‘해남환우무
역유한회사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 입도 중국 유학생 특별 생활지원 협약 체결

현창민 기자(=제주) 입력 2020. 02. 28. 10:18 

제주도는 27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 
입도 중국 유학생 특별 생활지원을 위
한 협력식이 진행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식은 제주대학교(송석언), 제주국
제대학교(강철준), 제주관광대학교(김
성규), 제주 한라대학교(김성훈)등 도
내 4개 대학 총장과 신라면세점 김태

호 부사장, 화청그룹 (주)감마누 김보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라면세점, 제휴사 감마누와 중구청에 기부금 전달

김혜원 기자  승인 2019.02.13 14:44 [업다운뉴스] 

신라면세점과 제휴 여행사 감마누가 서울 중구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제휴 여행사인 감
마누와 기부금 1500만원을 마련해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제휴사 감마누와 식사대접 및 생필품 전달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9.07.05 09:13

신라면세점은 초복을 앞둔 4일 서울시 중구 다산동과 
약수동, 청구동 등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 200명을 서
울점 인근 식당 '하누에뜰'로 초대해 갈비탕을 대접했
다. 또 생활필수품도 전달했다. 신라면세점은 이 같은 
사랑의 나눔 행사를 매달 정례화 할 방침이며 공동참
여 의사를 밝힌 제휴 여행사 ‘감마누’와 함께 진행한다.



중대성평가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Environment 경영접근방법 공시(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2015)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개선
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하이라이트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 2015) 인증 유지 : 1건 
•폐기물 배출량 3년 연속 절감 : 0.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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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한정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원, 부자
재 사용량을 최소화 위해 친환경적인 설계가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재 및 포장
재 사용량 절감과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사용량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원자재 개 2,621,424 3,148,223 2,808,936

포장재 개 292,178 234,264 120,633

재활용

원자재 톤 - - -

포장재 톤 - - -

합계 톤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환경자원의 소중한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공정
개선 및 시설현대화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에너지/용수/ 

온실가스 배출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원자재

휘발유 L - - -

경유 L 593 731 531

전기 Kw / h 757,151 767,667 740,605

LPG ㎥ 1,211 662 930

용수

상수도 ㎥ - - -

지하수 ㎥ 700 700 700

재활용수 ㎥ - - -

대기오염 먼지 ㎍/㎥ - - -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온실가스 tCO2eq - - -

간접 온실가스 tCO2eq 272,862 354.283 343.17

기타 온실가스 tCO2eq - - -

총 온실가스 tCO2eq 272.862 354.283 345.089

온실가스 증감 tCO2eq - 81,421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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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 소재, 오니(汚泥; sludge), 폐유, 폐산, 폐 알칼
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
미하고 있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소각. 매립 최소화를 위
하여 제품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량은 없습니다.

폐수 및 폐기물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폐기물 배출량(일반) 톤 2.7 2.6 2.5

폐수 배출량 톤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를 통해 자연환경보호 및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행정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법률 위반 톤 - - -

행정처분 금액 톤 - - -

환경규정 준수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자원절약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제조설비 보수비용 백만원 - - -

공정개선 비용 백만원 - - -

친환경 설비 투자비용 백만원 - - -

기타 백만원 - - -

총 비용 백만원 - - -

환경투자 금액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도 조례에 따라 국토이용
계획 확인정보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에 가축 사육제한 외 규제가 없으나 지역사회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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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경영접근방법 공시(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상생경영을 통해 동반성
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반 부패 및 윤리경영, 고객안정, 고객정보관리,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하이라이트
•사랑의 헌혈운동 단체참여 : 총3회(2020)
•마이스터 전문인력 양상 상호협력 협약서: 1건(201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청강문화산업대학교: 1건(2020)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화성상공회의소: 1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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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직장 문
화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임
직
원

정규직
남 명 89 91 81

여 명 23 32 28

비정규직
남 명 - - 1

여 명 3 10 2

총원

남 명 89 91 82

여 명 26 42 30

합계 명 115 133 112

취
약
계
층

이주민 명 - - -

모자가정 명 - - -

외국인 명 5 12 11

장애인 명 4 4 4

기타 명 - - -

취약계층 비율 % 7.8 12 13.4

육아휴직 명 1 2 2

신규채용 명 48 65 9

이
직

이직자 명 77 31 36

이직률 % 5.1 2.1 2.4

퇴
직

퇴직자 % - - -

퇴직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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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원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고충처리 
및 분쟁/불만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노사관계/고충처리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사협의 시간 4 4 4

고충처리 발생 건수 - - -

분쟁 또는 불만처리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법정교육과 일반교육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을 통해 법정의무 교육 수료 및 자기개발을 통해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법정

산업안전보건 시간 24 20 20

성희롱예방 시간 0.5 0.5 0.5

장애인 인식개선 시간 0.5 0.5 0.5

개인정보보호 시간 0.5 0.5 0.5

퇴직연금 시간 0.5 0.5 0.5

교양 역량강화 시간 203 336.5 206

1인당 교육시간 시간 2.2 3.6 2.5

주: 교육수료증 중  법정교육수료증을 포함하여 9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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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회사 주변 정화활동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고, 년 1회 회사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원주민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변 정화활동 건수 1 1 1

지역사회 의견접수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건의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공하여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이 윤리서약에 참여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
며 현재까지 이의접수 건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윤리경영

회사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본인과 회사 명예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와 목표를 구성원과 공유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와 관련한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정부패
사건접수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공정 저해 및
불공정 거래

사건접수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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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보건과 안전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품 설계단계부터 제품서비스까지 신뢰성을 검
토하여 고객의 보건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건 및 안전사고 발생은 없습니다. 

고객보건 및 안전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건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삭제하여 고객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제거 또는 비밀번
호를 부여하여 고객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고객개인정보 위반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TL9000, ISO14001 경영시스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진행하
고 있으며 제품 라벨링으로 의사소통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고객만족에 최선
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불만 접수사항은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제품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라벨링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고객불만 접수 건수 9 10 15

시정조치 건수 9 10 15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영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법률 준수에 
교육훈련과 지침을 제공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법규 위반사
항이 1건 발생 및 행정처분금액이 발생되어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규정 준수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사회규정 법규 위반 건수 - - 1

행정처분 발생금액 금액 - - -

시정조치 건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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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신체장애 및 지역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
으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
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 건의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권존중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차별금지/인권존중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의견접수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현장표준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및 작업자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부상, 질병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산업보건 및 안전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인원 수 건수 115 133 112

부상 및 질병 발생 건수 - - -

부상 및 질병 발생률 % - - -

근로자 건강 검진 인원 수 82 72 79

작업장 안전 점검 건수 24 24 24

작업장 안전화 개선 건수 - - -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보안관리 규정, 기
술보호 자가진단, 영업비밀 서약서를 체결하여 기술 및 영업비밀, 정보보안 관련하여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보누출 사건은 없습니다.  

정보보안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비밀 서약(보안서약서) 건수 2 1 2

정보누출 건수 - - -

시정조치 건수 - - -

주: 부설연구소 한정 보안서약서 작성하여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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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송년회, 야유회, 체육대회 등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포상 등 실적에 따른 보상제도를 운영하며 균등한 기회와 다양성을 추구하
여 개성 있는 인재육성 및 신바람 나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기회균등

2018년 2019년

송년회

야유회

포상/
인센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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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경영접근방법 공시(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균형 있
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하이라이트
•이사회 개최: 38회(2020)
•이사회 안건: 40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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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주식회사 더에이치큐 주식소유 현황

주식회사 더에이치큐의 발행주식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26,903,874주이며, 당사의 최대
주주인 에스엠브이홀딩스는 36.37%, 특수관계인이 6.8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보호

모든 주주에게 직접 서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보 하고 있으며,  해당소집통지는 한국거래
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직접 참석 또는 이에 준하는 위임장 제출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며, 주주가치를 높여 고배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결의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을 책임질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법과 회사정관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의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주관으로 
회의를 하며 이사회는 과반수 참여 및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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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구분 전문분야 주요경력 성명 나이 성별국적

사내
이사

공동
대표 
이사

학력
•서울대 졸업
•KAIST 석사 /박사
경력
•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선임
•현) ㈜더에이치큐 대표이사

김상기 60세 한국

공동
대표 
이사

•현) ㈜더에이치큐 대표이사
•   현) ㈜에스엠브이홀딩스 대표이사현) ㈜덕

은 (금룡호텔) 대표이사현) ㈜에스에듀  
(루트호텔) 대표이사현) ㈜덕림제주샹그릴
라호텔 사장

위청드어
(우성덕) 40세 중국

사내
이사

사내
이사

(여행)

•   전) (주)천계국제여행사 외 6개 
•   종속여행사 이사

진시앙위
(김상아) 45세 한국

사외
이사
(상장 
법인)

사외
이사

•   현) (주)리더스항공 사내이사전) (주)메디
콘트래블 대표이사전) (주)신진여행사 대
표이사

성종진 66세 한국

감사

•   현) (유)센에셋 고문전) 미래창투 상임고문
전) (주)프론티어건설 대표이사전) (주)다
한개발 대표이사전) (주)범진산업개발 대
표이사

김재현 61세 한국

항목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사회 개최 회 39 23 38

안건 수 건수 42 24 40

등기이사 출석률 % 75%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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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Standards 핵심적 부합(Core Option)에 부합하도록 다음
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Contents Index

GRI Standard Disclosures Disclosure No Page

OverView

조직 프로필

 102-01 조직명칭 6

 102-0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13,14,15

 102-03 본사위치 6

 102-04  사업장 위치 6

 102-05  조직소유 및  법정형태 6

 102-06 시장영역(서비스 부분) 10

 102-07 조직의 규모 6

 102-08  임직원 및 근로자 정보 27,36

 102-09  조직의 공급망 6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8

 102-13 협회 멤버십(회원가입) 19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서 8

 102-15 주요영향, 위기 및 기회 설명 8

윤리경영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30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제도 30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1

 102-4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임직원 비율 11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1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11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한 토픽 및 관심 11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주체 목록 42,43,44,45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의 경계 정의 5

 102-47 중대 이슈 리스트 정보공개 12

 102-50 보고기간 5

 102-51 보고일자 5

 102-52 보고주기 5

 102-53 보고서 문의처 5

 102-54  GRI Standard 부합방법 (핵심/포괄) 38

 102-55  Contents Index 38,39,40

 102-56  외부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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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s Disclosure No Page

경영접근방식

 103-01 중요한 토픽 및 경계 설명 12

 103-0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요소 23,34,42

 103-03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평가 12

Environment

원재료

 301-01 원재료 중량 또는 부피 24

 301-02  재생 원재료 사용량 24

 301-03  제품 및 포장재 재생 24

용수  303-05 물 소비 24

생물 다양성  304-01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높은  인근사업장 25

온실가스 배출
 305-0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24

 305-0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4

폐수 및 폐기물
 306-0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25

 306-0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 및 유출량 23

환경규정준수  307-01 환경규제 위반 25

Society

고용
 401-01 신규채용 및 이직 27

 401-03 육아휴직 27

노사관계  402-01 운영상 변화와 관련한 최소공지기간 28

산업보건 및
안전

 403-05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근로자 교육 32

 403-06 근로자 건강증진 32

 403-07 작업장 보건 및 안전영향의 예방/완화 32

 403-09 업무관련 부상 32

 403-10 업무관련 질병 32

훈련 및 교육

 404-01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28,29

 404-02 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프로그램 28,29

 404-03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 원 비율 28,29

다양성/기회균등  405-01 경영조직 및 직원의 다양성 33

차별금지  406-01 차별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32

단체교섭자유  407-01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 28

보안관행  410-01 인권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훈련 받은 보안인력 28,29

원주민  411-01 원주민 침해 건수 및 조치 30

Content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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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Disclosures Disclosure No Page

Society

인권평가
412-02 인권정책 및 절차에 관련 직원교육 28,29

412-03 인권조항 및 인권심사 포함 주요투자계약 -　

지역사회 413-0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프로그램운영 30

공급업체 사회평가 414-02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
향과 관련 조치 -　

고객건강/안전
416-01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평가 31

416-02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위반 31

제품/서비스와
라벨 링

417-01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 링 법과 절차 31

417-0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 링 위반 31

417-0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위반 31

규정준수 419-02 사회적 및 경제적 분야 규정 위반 31

Governance

지배구조

102-18 지배구조 35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35,36

102-23 최고의사 결정기구 의장 35,36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임명 및 선정 35,36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8

 102-33 중요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1

 102-34 중요사항의 특성 및 보고 횟수 11

반부패

 205-01 사업자의 부패위험 평가 30

 205-0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교육 30

 205-0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30

고객개인정보  418-01 고객 개인정보 보호위반 및 불만건수 31

Factbook

환경적 성과 - 23

사회적 성과 - 26

경제적 성과 - 43

경제성과

 201-01 직접적 경제가치 43,44,45

 201-02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기회/위협) -　

 201-0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충당 -　

 201-04 정부의 재정지원 -　

Content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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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ok 경제적 성과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경제적 성과 경영접근방법 공시(Management approach disclosures)
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토탈 트립 플랫폼 전문회사, 글로벌 안테나 공급사로 TL 9000: 
2015 / ISO 14001:2015 을 취득하여 고객만족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성과 하이라이트
•매출액 97억(2020년)
•R/D 투자: 16억(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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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에이치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재무제표 성과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손익,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주주가치 향상 및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슈과제를 지속적으
로 개선하여 성과경영을 높이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
상태표

자산총액 백만원 112,690 102,970 66,434

부채총액 백만원 67,830 55,189 34,774

자본총액 백만원 44,860 47,781 31,660

손익
계산서

총매출액 백만원 32,997 31,304 13,589

영업손익 백만원 -3,599 3,645 -11,779

당기순이익 백만원 -4,703 2,962 -12,230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80,000

100,000

60,000

40,000

20,000

0
자산총액

112,690
102,970

66,434

부채총액

67,830

55,189

34,774

자본총액

44,860 47,781

31,660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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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더에이치큐)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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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더에이치큐

부채비율 151.2 115.5 109.8

영업이익율 -10.9 11.6 -86.7

매출액증가율 19.4 -5.1 -56.6

총자산회전율 0.3 0.3 0.2

주: 제조업-통신장비(C264)/동종산업및중소기업 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참조

(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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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경제지표(동종산업평균)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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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중소기업평균)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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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동종산업평균

부채비율 30.5 25.6 29.3

영업이익율 23.7 8.5 11.5

매출액증가율 4.4 -8.1 6.0

총자산회전율 0.8 0.7 0.8

(단위: 회, %)

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평균

부채비율 73.6 73.5 76.3

영업이익율 7.3 4.4 4.6

매출액증가율 4.0 -1.7 -2.3

총자산회전율 1.0 0.9 0.8

(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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