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HM Group Corporate Profile
2020 / 2021

회사 개요

상         호

본사 소재지 

설립연월일

로옴 주식회사 / ROHM Co., Ltd.

21 Saiin Mizosaki-cho, Ukyo-ku,　
Kyoto 615-8585 Japan

TEL : +81-75-311-2121 
FAX : +81-75-315-0172 

1958년 9월 17일

자   본   금

대   표   자

매   출   액

종 업 원 수

86,969백만엔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이사 사장 Isao Matsumoto 

연결 362,885백만엔 (2020년 3월기)

연결 22,191명 (2020년 3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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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적

로옴 그룹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창업 당시부터 제창해온 기업 목적을

사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Company Mission

우리는 항상 품질을 제일로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상품을 국내외에 영속적이고 대량으로 공급하여, 

문화의 진보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목적

대표이사 인사말

로옴은 창업 이래 50여년에 걸쳐, 2020년 1월 서거하신 사토 켄이 

치로 창업자의 리더십과, 「품질을 제일로 한다. 문화의 진보 향상에 

기여한다」 는 『기업 목적』 을 바탕으로, 반도체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해왔습니다. 

최근, 환경 및 자원·에너지 문제와 같은 사회 과제의 심각화, 자동 

운전의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A I의 진화 등, 사회 및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19라는, 지금 

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난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을 창 

출해내기 위해,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창업자로부터 계승되어 

온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로옴의 한차원 

높은 업적 향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차원 높은 성장을 위해, 자동차 및 산업기기 시장,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아날로그 파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력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체제의 강화 등 기존의 경영 시책을 계승하여 실 

시하겠습니다.

담당 임원으로서 지금까지 품질·안전·생산 등의 대책 및 강화를 

경험해왔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로옴 그룹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산 체제의 적정화 및 성인화 (省人化) 등을 실시하는 

「제조 개혁」 을 가속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BCM 체제 

를 위해 업무 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로옴 그룹이 하나가 되어 「ONE ROHM」 으로서, 창업 이래 지켜온 

불굴의 도전 정신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로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사장 집행 임원

Isao Matsu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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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기

하이파워 션트 저항기, 고신뢰성 저항기 등

로옴 그룹은 전 임원과 그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부문장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에서, 환경·사회·통치 등 사업의 근간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 조직인 7개의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중요 과제를 특정하여, PDCA 

사이클을 운용함으로써 과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활동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CSR / CSV 추진 체제 [로옴 본사의 추진 체제] 

CSR 위원회

위원장 사장

CSR실
(사무국)

로옴 그룹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SDGs를 사업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공유 

가치인 CSV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옴 그룹은 스테이크홀더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로옴 그룹의 6가지 CSR 중점 과제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CSR / CSV 활동을 전개하여, 지 

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CSR / CSV 활동 

https://csr.rohm.com

※로옴 그룹 CSR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Web 사이트에 실시간

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CSR 중점 과제 관련 SDGs의 목표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밸류체인에 따라 인권 존중의 철저화와 
노동 관행 등의 배려

지구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추진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여

[로옴 그룹의 CSR 중점 과제]

로옴 그룹이 제창하는 「기업 목적」 과 「경영 기본 방침」 에는, 사업을 통해 사회 

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청이나 국제 규범에 준거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의 과제를 해결 

하는 CSV를 전개하여,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가치 제공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해 

완수하는 사회적 책임

사업 활동의 중심 축인 CSR / CSV

회로 설계, 레이아웃, 프로세스의 3가지 코어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고의 아날로그 IC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대폭적인 저전력화,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Analog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신호 트랜지스터·다이오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기기 시장에서 장기적 안정 공급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 

니다.

로옴 그룹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기술 

지원을 위한 「테크니컬 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Standard Products

세계를 리드하는 SiC를 중심으로 한 특징있는 파워 디바이스와 더불어, 디바이스 성능을 최대화 

시키는 제어 IC 및 파워 다이오드, 션트 저항기 등의 주변 디바이스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Power

로옴이 세계를 리드하는 SiC 파워 디바이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의 실천

CS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범용 IC

메모리, OP Amp, 콤퍼레이터, 리셋 IC 등

드라이버 IC

고내압

팬 모터 드라이버

절연 소자 내장

게이트 드라이버

파워 매니지먼트 / 전원 IC

고내압

DC/DC 컨버터

PMIC

(시스템 전원)

Technology

제품 ・ 기술

파워, 아날로그, 범용 제품의 3가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ocus Areas

품질 활동

서멀 프린트 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16bit 저전력

터프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 레이저 다이오드

소형 칩 LED 고출력 레이저고출력 LED

TVS 다이오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등

다이오드

센서 디바이스

가속도 센서

센서 메달

로옴은 기업 목적으로 「품질 제일」 을 제창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를 통해, 잉곳 생산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은 I C, 디스크리트 디바이스에서 모듈, 수동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안심, 안전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Quality

SiCrystal AG는 2009년 로옴 

그룹으로 영입한 독일의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입니다.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여

웨이퍼 제조

원재료에 대한 고집

실리콘 원석

일본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웨이퍼 

프로세스에서 혁신적인 디바이스 제조

웨이퍼 프로세스

I C 칩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포토 마스크 제조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추구

자체 제작 포토 마스크

자체 제작 금형 ・ 리드 프레임
고품질을 위해 리드 프레임 주형용 금형, 

리드 프레임, 몰드 금형도 자사에서 제작

최첨단 패키지

SiP, CSP, QFN, BGA 등, 최첨단 

어셈블리 기술과 고품질을 자랑 

하는 해외 생산 거점

 생산 시스템 개발을 자사에서 대응▶

생산 시스템의 자사 개발

생산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고품질

품질 제일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생산에서 판매·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그룹 내에 

서 모두 실시하여, 모든 프로 

세스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안정 공급

외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일관 생산을 중심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 공 

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iC
실리콘
카바이드

Si
실리콘 Photo Mask

SiCrystal

Silicon Ingot

Wafer Process

Wafer

CAD

Die / Mold

Frame

Assembly Line Packaging

Module
아날로그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전원  Nano 시리즈

● 초고속 제어 기술 「Nano Pulse ControlTM」 탑재 I C
  매우 좁은 펄스 폭으로 안정된 제어가 가능하여,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소형화와 시스템의 간략화를 실현

● 초저소비전류 기술 「Nano EnergyTM」 탑재 I C
  I C 자체의 소비전력을 저감함으로써, 

  소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기의 장시간 구동에 기여

● 압도적인 안정 제어 기술 「Nano CapTM」 탑재 I C
  불필요한 기생 요인을 극소화함으로써,

  각종 전원 회로의 콘덴서 삭감 및 용량 저감 실현

SiC 파워 디바이스 채용 예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무선 통신 디바이스

Sub - GHz 대응

무선 통신 IC

Wi - SUN

모듈

태양광·풍력 파워 컨디셔너 EV용 메인 인버터 산업기기용 대형 모터

데이터 센터용 전원

EV계 충전기

영수증 ・ 라벨 프린터용
서멀 프린트 헤드

산업기기용 초고속

서멀 프린트 헤드

SiC - MOSFET

SiC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디바이스

Full SiC 파워 모듈SiC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드라이버 IC (ADB※ 대응)            

업무 방식 개혁 위원회

정보 개시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리스크 관리·BCM 위원회 방화 대책 위원회

하이빔 주행 시에 조사 (照射) 범위 내의 차량을 검지하여, 배광 

제어를 통해 헤드램프의 조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선행 차량이나 

대향 차량이 하이빔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차광 

하여, 자동차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ADB (Adaptive Driving Beam) 배광 가변 헤드램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OSFET, IGBT 등

교토 뒤셀도르프

베이징 상하이 심천

요코하마

타이베이 서울 방갈로르

산타클라라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
좋은 일자리
전문 부회

CSR 추진 위원회

환경 보전 대책 위원회

CSR / CSV
로옴 그룹은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에 따라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주력 분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저항기

하이파워 션트 저항기, 고신뢰성 저항기 등

로옴 그룹은 전 임원과 그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부문장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에서, 환경·사회·통치 등 사업의 근간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 조직인 7개의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중요 과제를 특정하여, PDCA 

사이클을 운용함으로써 과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활동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CSR / CSV 추진 체제 [로옴 본사의 추진 체제] 

CSR 위원회

위원장 사장

CSR실
(사무국)

로옴 그룹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SDGs를 사업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공유 

가치인 CSV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옴 그룹은 스테이크홀더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로옴 그룹의 6가지 CSR 중점 과제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CSR / CSV 활동을 전개하여, 지 

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CSR / CSV 활동 

https://csr.rohm.com

※로옴 그룹 CSR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Web 사이트에 실시간

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CSR 중점 과제 관련 SDGs의 목표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밸류체인에 따라 인권 존중의 철저화와 
노동 관행 등의 배려

지구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추진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여

[로옴 그룹의 CSR 중점 과제]

로옴 그룹이 제창하는 「기업 목적」 과 「경영 기본 방침」 에는, 사업을 통해 사회 

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청이나 국제 규범에 준거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의 과제를 해결 

하는 CSV를 전개하여,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가치 제공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해 

완수하는 사회적 책임

사업 활동의 중심 축인 CSR / CSV

회로 설계, 레이아웃, 프로세스의 3가지 코어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고의 아날로그 IC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대폭적인 저전력화,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Analog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신호 트랜지스터·다이오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기기 시장에서 장기적 안정 공급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 

니다.

로옴 그룹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기술 

지원을 위한 「테크니컬 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Standard Products

세계를 리드하는 SiC를 중심으로 한 특징있는 파워 디바이스와 더불어, 디바이스 성능을 최대화 

시키는 제어 IC 및 파워 다이오드, 션트 저항기 등의 주변 디바이스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Power

로옴이 세계를 리드하는 SiC 파워 디바이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의 실천

CS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범용 IC

메모리, OP Amp, 콤퍼레이터, 리셋 IC 등

드라이버 IC

고내압

팬 모터 드라이버

절연 소자 내장

게이트 드라이버

파워 매니지먼트 / 전원 IC

고내압

DC/DC 컨버터

PMIC

(시스템 전원)

Technology

제품 ・ 기술

파워, 아날로그, 범용 제품의 3가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ocus Areas

품질 활동

서멀 프린트 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16bit 저전력

터프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 레이저 다이오드

소형 칩 LED 고출력 레이저고출력 LED

TVS 다이오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등

다이오드

센서 디바이스

가속도 센서

센서 메달

로옴은 기업 목적으로 「품질 제일」 을 제창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를 통해, 잉곳 생산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은 I C, 디스크리트 디바이스에서 모듈, 수동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안심, 안전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Quality

SiCrystal AG는 2009년 로옴 

그룹으로 영입한 독일의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입니다.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여

웨이퍼 제조

원재료에 대한 고집

실리콘 원석

일본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웨이퍼 

프로세스에서 혁신적인 디바이스 제조

웨이퍼 프로세스

I C 칩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포토 마스크 제조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추구

자체 제작 포토 마스크

자체 제작 금형 ・ 리드 프레임
고품질을 위해 리드 프레임 주형용 금형, 

리드 프레임, 몰드 금형도 자사에서 제작

최첨단 패키지

SiP, CSP, QFN, BGA 등, 최첨단 

어셈블리 기술과 고품질을 자랑 

하는 해외 생산 거점

 생산 시스템 개발을 자사에서 대응▶

생산 시스템의 자사 개발

생산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고품질

품질 제일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생산에서 판매·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그룹 내에 

서 모두 실시하여, 모든 프로 

세스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안정 공급

외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일관 생산을 중심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 공 

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iC
실리콘
카바이드

Si
실리콘 Photo Mask

SiCrystal

Silicon Ingot

Wafer Process

Wafer

CAD

Die / Mold

Frame

Assembly Line Packaging

Module
아날로그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전원  Nano 시리즈

● 초고속 제어 기술 「Nano Pulse ControlTM」 탑재 I C
  매우 좁은 펄스 폭으로 안정된 제어가 가능하여,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소형화와 시스템의 간략화를 실현

● 초저소비전류 기술 「Nano EnergyTM」 탑재 I C
  I C 자체의 소비전력을 저감함으로써, 

  소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기의 장시간 구동에 기여

● 압도적인 안정 제어 기술 「Nano CapTM」 탑재 I C
  불필요한 기생 요인을 극소화함으로써,

  각종 전원 회로의 콘덴서 삭감 및 용량 저감 실현

SiC 파워 디바이스 채용 예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무선 통신 디바이스

Sub - GHz 대응

무선 통신 IC

Wi - SUN

모듈

태양광·풍력 파워 컨디셔너 EV용 메인 인버터 산업기기용 대형 모터

데이터 센터용 전원

EV계 충전기

영수증 ・ 라벨 프린터용
서멀 프린트 헤드

산업기기용 초고속

서멀 프린트 헤드

SiC - MOSFET

SiC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디바이스

Full SiC 파워 모듈SiC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드라이버 IC (ADB※ 대응)            

업무 방식 개혁 위원회

정보 개시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리스크 관리·BCM 위원회 방화 대책 위원회

하이빔 주행 시에 조사 (照射) 범위 내의 차량을 검지하여, 배광 

제어를 통해 헤드램프의 조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선행 차량이나 

대향 차량이 하이빔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차광 

하여, 자동차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ADB (Adaptive Driving Beam) 배광 가변 헤드램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OSFET, IGBT 등

교토 뒤셀도르프

베이징 상하이 심천

요코하마

타이베이 서울 방갈로르

산타클라라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
좋은 일자리
전문 부회

CSR 추진 위원회

환경 보전 대책 위원회

CSR / CSV
로옴 그룹은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에 따라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주력 분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저항기

하이파워 션트 저항기, 고신뢰성 저항기 등

로옴 그룹은 전 임원과 그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부문장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에서, 환경·사회·통치 등 사업의 근간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 조직인 7개의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중요 과제를 특정하여, PDCA 

사이클을 운용함으로써 과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활동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CSR / CSV 추진 체제 [로옴 본사의 추진 체제] 

CSR 위원회

위원장 사장

CSR실
(사무국)

로옴 그룹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SDGs를 사업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공유 

가치인 CSV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옴 그룹은 스테이크홀더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로옴 그룹의 6가지 CSR 중점 과제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CSR / CSV 활동을 전개하여, 지 

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CSR / CSV 활동 

https://csr.rohm.com

※로옴 그룹 CSR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Web 사이트에 실시간

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CSR 중점 과제 관련 SDGs의 목표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밸류체인에 따라 인권 존중의 철저화와 
노동 관행 등의 배려

지구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추진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여

[로옴 그룹의 CSR 중점 과제]

로옴 그룹이 제창하는 「기업 목적」 과 「경영 기본 방침」 에는, 사업을 통해 사회 

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청이나 국제 규범에 준거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의 과제를 해결 

하는 CSV를 전개하여,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가치 제공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해 

완수하는 사회적 책임

사업 활동의 중심 축인 CSR / CSV

회로 설계, 레이아웃, 프로세스의 3가지 코어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고의 아날로그 IC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대폭적인 저전력화,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Analog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신호 트랜지스터·다이오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기기 시장에서 장기적 안정 공급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 

니다.

로옴 그룹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기술 

지원을 위한 「테크니컬 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Standard Products

세계를 리드하는 SiC를 중심으로 한 특징있는 파워 디바이스와 더불어, 디바이스 성능을 최대화 

시키는 제어 IC 및 파워 다이오드, 션트 저항기 등의 주변 디바이스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Power

로옴이 세계를 리드하는 SiC 파워 디바이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의 실천

CS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범용 IC

메모리, OP Amp, 콤퍼레이터, 리셋 IC 등

드라이버 IC

고내압

팬 모터 드라이버

절연 소자 내장

게이트 드라이버

파워 매니지먼트 / 전원 IC

고내압

DC/DC 컨버터

PMIC

(시스템 전원)

Technology

제품 ・ 기술

파워, 아날로그, 범용 제품의 3가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ocus Areas

품질 활동

서멀 프린트 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16bit 저전력

터프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 레이저 다이오드

소형 칩 LED 고출력 레이저고출력 LED

TVS 다이오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등

다이오드

센서 디바이스

가속도 센서

센서 메달

로옴은 기업 목적으로 「품질 제일」 을 제창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를 통해, 잉곳 생산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은 I C, 디스크리트 디바이스에서 모듈, 수동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안심, 안전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Quality

SiCrystal AG는 2009년 로옴 

그룹으로 영입한 독일의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입니다.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여

웨이퍼 제조

원재료에 대한 고집

실리콘 원석

일본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웨이퍼 

프로세스에서 혁신적인 디바이스 제조

웨이퍼 프로세스

I C 칩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포토 마스크 제조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추구

자체 제작 포토 마스크

자체 제작 금형 ・ 리드 프레임
고품질을 위해 리드 프레임 주형용 금형, 

리드 프레임, 몰드 금형도 자사에서 제작

최첨단 패키지

SiP, CSP, QFN, BGA 등, 최첨단 

어셈블리 기술과 고품질을 자랑 

하는 해외 생산 거점

 생산 시스템 개발을 자사에서 대응▶

생산 시스템의 자사 개발

생산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고품질

품질 제일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생산에서 판매·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그룹 내에 

서 모두 실시하여, 모든 프로 

세스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안정 공급

외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일관 생산을 중심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 공 

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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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카바이드

Si
실리콘 Photo Mask

SiCrystal

Silicon Ingot

Wafer Process

Wafer

CAD

Die / Mold

Frame

Assembly Line Packaging

Module
아날로그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전원  Nano 시리즈

● 초고속 제어 기술 「Nano Pulse ControlTM」 탑재 I C
  매우 좁은 펄스 폭으로 안정된 제어가 가능하여,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소형화와 시스템의 간략화를 실현

● 초저소비전류 기술 「Nano EnergyTM」 탑재 I C
  I C 자체의 소비전력을 저감함으로써, 

  소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기의 장시간 구동에 기여

● 압도적인 안정 제어 기술 「Nano CapTM」 탑재 I C
  불필요한 기생 요인을 극소화함으로써,

  각종 전원 회로의 콘덴서 삭감 및 용량 저감 실현

SiC 파워 디바이스 채용 예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무선 통신 디바이스

Sub - GHz 대응

무선 통신 IC

Wi - SUN

모듈

태양광·풍력 파워 컨디셔너 EV용 메인 인버터 산업기기용 대형 모터

데이터 센터용 전원

EV계 충전기

영수증 ・ 라벨 프린터용
서멀 프린트 헤드

산업기기용 초고속

서멀 프린트 헤드

SiC - MOSFET

SiC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디바이스

Full SiC 파워 모듈SiC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드라이버 IC (ADB※ 대응)            

업무 방식 개혁 위원회

정보 개시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리스크 관리·BCM 위원회 방화 대책 위원회

하이빔 주행 시에 조사 (照射) 범위 내의 차량을 검지하여, 배광 

제어를 통해 헤드램프의 조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선행 차량이나 

대향 차량이 하이빔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차광 

하여, 자동차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ADB (Adaptive Driving Beam) 배광 가변 헤드램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OSFET, IGBT 등

교토 뒤셀도르프

베이징 상하이 심천

요코하마

타이베이 서울 방갈로르

산타클라라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
좋은 일자리
전문 부회

CSR 추진 위원회

환경 보전 대책 위원회

CSR / CSV
로옴 그룹은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에 따라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주력 분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저항기

하이파워 션트 저항기, 고신뢰성 저항기 등

로옴 그룹은 전 임원과 그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부문장으로 구성된 CSR 

위원회에서, 환경·사회·통치 등 사업의 근간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 조직인 7개의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중요 과제를 특정하여, PDCA 

사이클을 운용함으로써 과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활동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CSR / CSV 추진 체제 [로옴 본사의 추진 체제] 

CSR 위원회

위원장 사장

CSR실
(사무국)

로옴 그룹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SDGs를 사업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의 공유 

가치인 CSV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옴 그룹은 스테이크홀더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로옴 그룹의 6가지 CSR 중점 과제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CSR / CSV 활동을 전개하여, 지 

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CSR / CSV 활동 

https://csr.rohm.com

※로옴 그룹 CSR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Web 사이트에 실시간

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CSR 중점 과제 관련 SDGs의 목표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밸류체인에 따라 인권 존중의 철저화와 
노동 관행 등의 배려

지구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 추진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여

[로옴 그룹의 CSR 중점 과제]

로옴 그룹이 제창하는 「기업 목적」 과 「경영 기본 방침」 에는, 사업을 통해 사회 

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청이나 국제 규범에 준거한 CSR 활동을 통해, 사회의 과제를 해결 

하는 CSV를 전개하여,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가치 제공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해 

완수하는 사회적 책임

사업 활동의 중심 축인 CSR / CSV

회로 설계, 레이아웃, 프로세스의 3가지 코어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고의 아날로그 IC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대폭적인 저전력화, 소형화에 기여합니다.

Analog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신호 트랜지스터·다이오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산업기기 시장에서 장기적 안정 공급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 

니다.

로옴 그룹은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기술 

지원을 위한 「테크니컬 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Standard Products

세계를 리드하는 SiC를 중심으로 한 특징있는 파워 디바이스와 더불어, 디바이스 성능을 최대화 

시키는 제어 IC 및 파워 다이오드, 션트 저항기 등의 주변 디바이스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Power

로옴이 세계를 리드하는 SiC 파워 디바이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의 실천

CSR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범용 IC

메모리, OP Amp, 콤퍼레이터, 리셋 IC 등

드라이버 IC

고내압

팬 모터 드라이버

절연 소자 내장

게이트 드라이버

파워 매니지먼트 / 전원 IC

고내압

DC/DC 컨버터

PMIC

(시스템 전원)

Technology

제품 ・ 기술

파워, 아날로그, 범용 제품의 3가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ocus Areas

품질 활동

서멀 프린트 헤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16bit 저전력

터프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 레이저 다이오드

소형 칩 LED 고출력 레이저고출력 LED

TVS 다이오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등

다이오드

센서 디바이스

가속도 센서

센서 메달

로옴은 기업 목적으로 「품질 제일」 을 제창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상화한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를 통해, 잉곳 생산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은 I C, 디스크리트 디바이스에서 모듈, 수동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안심, 안전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Quality

SiCrystal AG는 2009년 로옴 

그룹으로 영입한 독일의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입니다.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여

웨이퍼 제조

원재료에 대한 고집

실리콘 원석

일본의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웨이퍼 

프로세스에서 혁신적인 디바이스 제조

웨이퍼 프로세스

I C 칩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포토 마스크 제조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추구

자체 제작 포토 마스크

자체 제작 금형 ・ 리드 프레임
고품질을 위해 리드 프레임 주형용 금형, 

리드 프레임, 몰드 금형도 자사에서 제작

최첨단 패키지

SiP, CSP, QFN, BGA 등, 최첨단 

어셈블리 기술과 고품질을 자랑 

하는 해외 생산 거점

 생산 시스템 개발을 자사에서 대응▶

생산 시스템의 자사 개발

생산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합니다.

고품질

품질 제일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생산에서 판매·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그룹 내에 

서 모두 실시하여, 모든 프로 

세스에서 고품질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안정 공급

외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일관 생산을 중심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 공 

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iC
실리콘
카바이드

Si
실리콘 Photo Mask

SiCrystal

Silicon Ingot

Wafer Process

Wafer

CAD

Die / Mold

Frame

Assembly Line Packaging

Module
아날로그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전원  Nano 시리즈

● 초고속 제어 기술 「Nano Pulse ControlTM」 탑재 I C
  매우 좁은 펄스 폭으로 안정된 제어가 가능하여, 

  자동차 및 산업기기의 소형화와 시스템의 간략화를 실현

● 초저소비전류 기술 「Nano EnergyTM」 탑재 I C
  I C 자체의 소비전력을 저감함으로써, 

  소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기의 장시간 구동에 기여

● 압도적인 안정 제어 기술 「Nano CapTM」 탑재 I C
  불필요한 기생 요인을 극소화함으로써,

  각종 전원 회로의 콘덴서 삭감 및 용량 저감 실현

SiC 파워 디바이스 채용 예

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무선 통신 디바이스

Sub - GHz 대응

무선 통신 IC

Wi - SUN

모듈

태양광·풍력 파워 컨디셔너 EV용 메인 인버터 산업기기용 대형 모터

데이터 센터용 전원

EV계 충전기

영수증 ・ 라벨 프린터용
서멀 프린트 헤드

산업기기용 초고속

서멀 프린트 헤드

SiC - MOSFET

SiC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디바이스

Full SiC 파워 모듈SiC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드라이버 IC (ADB※ 대응)            

업무 방식 개혁 위원회

정보 개시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리스크 관리·BCM 위원회 방화 대책 위원회

하이빔 주행 시에 조사 (照射) 범위 내의 차량을 검지하여, 배광 

제어를 통해 헤드램프의 조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선행 차량이나 

대향 차량이 하이빔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차광 

하여, 자동차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ADB (Adaptive Driving Beam) 배광 가변 헤드램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OSFET, IGBT 등

교토 뒤셀도르프

베이징 상하이 심천

요코하마

타이베이 서울 방갈로르

산타클라라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
좋은 일자리
전문 부회

CSR 추진 위원회

환경 보전 대책 위원회

CSR / CSV
로옴 그룹은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에 따라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주력 분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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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적

로옴 그룹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창업 당시부터 제창해온 기업 목적을

사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Company Mission

우리는 항상 품질을 제일로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상품을 국내외에 영속적이고 대량으로 공급하여, 

문화의 진보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목적

대표이사 인사말

로옴은 창업 이래 50여년에 걸쳐, 2020년 1월 서거하신 사토 켄이 

치로 창업자의 리더십과, 「품질을 제일로 한다. 문화의 진보 향상에 

기여한다」 는 『기업 목적』 을 바탕으로, 반도체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해왔습니다. 

최근, 환경 및 자원·에너지 문제와 같은 사회 과제의 심각화, 자동 

운전의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A I의 진화 등, 사회 및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19라는, 지금 

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난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을 창 

출해내기 위해,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창업자로부터 계승되어 

온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로옴의 한차원 

높은 업적 향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차원 높은 성장을 위해, 자동차 및 산업기기 시장,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아날로그 파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력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체제의 강화 등 기존의 경영 시책을 계승하여 실 

시하겠습니다.

담당 임원으로서 지금까지 품질·안전·생산 등의 대책 및 강화를 

경험해왔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로옴 그룹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산 체제의 적정화 및 성인화 (省人化) 등을 실시하는 

「제조 개혁」 을 가속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BCM 체제 

를 위해 업무 방법의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로옴 그룹이 하나가 되어 「ONE ROHM」 으로서, 창업 이래 지켜온 

불굴의 도전 정신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로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사장 집행 임원

Isao Matsum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