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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은 국제 연합 Global Compact에 가맹되어 있습니다.
국제 연합 Global Compact (UNGC)란?
기업을 비롯한 조직체가 책임 있는 창조적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UNGC를 지지하는 기업에는「인권」
「노동」
「환경」
「부패 방지」의 4대 분야에 걸친 10대
원칙의 실현이 요구됩니다.

기업 목적 방침
로옴 그룹은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기대를 얻는 기업이 되기 위해,
창업 당시부터 제창해온 기업 목적을 사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

우리는 항상 품질을 제일로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상품을 국내외에 영속적이고 대량으로 공급하여
문화의 진보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제정하여, 사업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 기본 방침
전사 일체가 되어 품질 보증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한다
세계를 리드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부문의 고유 기술을 높이고 이로써 기업 발전을 기한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고 풍부한 인간성과 지성을 닦아 이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아 육성하여 기업의 항구적인 번영의 토대로 삼는다

품질 관리 기본 방침
사내 표준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의한 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쓴다
기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 보증 체제를 확립한다
끊임없는 생산 방식의 근대화를 통해 제품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재료 반제품 구입 시에는 계약을 통해 납품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교육 훈련 기본 목표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 일반 종업원을 불문하고 새로운 지식의 흡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지식과 경험을 살려 그 분야의 제 인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역경에 처해도 항상 활로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전체 속의 일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팀워크 중심의 성과를 우선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 훈련 기본 방침
전 종업원은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범적인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보여야 한다
교육 훈련은 상사가 직접 일상 업무를 통해 행함을 위주로 하고 더불어 직장 외 교육 훈련을 병행한다
각 계층의 장은 부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각 계층의 장의 평가는 부하에 대한 교육 훈련 효과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창업 이래,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가치관의 다양화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옴의 방침은 변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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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래 계승되어 온
로옴의
「우리는 품질을
제일로 한다」

「풍부한 인간성과
지성을 갈고 닦아
이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세계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사람」이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활동을 실천해나가는

품질 및 환경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하는 자세

CSV (공통 가치 창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경영

로옴은 창업 이래 계승되어온「기업 목적」을 바탕으로 품질

기본 방침」의 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을 제일로 하는 우수한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통해 문화의

지식이나 전문성의 추구뿐만 아니라, 윤리관이나 향상심,

진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를 무대로 도전을 거듭해

겸손함 등 풍부한 인간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왔습니다. 창업 이후 50여년, 로옴의 기업 규모 및 경영 환경은

심신과 기술에서 균형 잡힌 인재를 육성하고 로옴의 DNA를

크게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정신은 불변하였으며, 로옴의 DNA

전승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고품질 및 공정한 기업 활동을

로서 오랫동안 계승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룹인 LAP I S Semiconductor Co., Ltd. 및 Kionix, Inc.와

로옴은 제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저전력, 소형화,

하고 있습니다.

안전, 쾌적 등을 키워드로 수많은 혁신적 제품을 공급해왔
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화가 진행되는 자동차 분야 및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기기 분야는 로옴이 축적해온
고품질, 고신뢰성, 안정 공급이 요구되는 시장이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친환경 자동차 및

연계하여 센서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기술 및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한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

모든
높은
생산
안정

공정에서
품질 실현
이력 관리와
공급을 실현

에너지 분야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변전소 등)에서 수많이

로옴 그룹은 개발에서 제조까지를 그룹 내에서 일관하여

발생되는 전력 변환 손실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파워

실시하는「수직 통합형」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바이스입니다.

품질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로옴의 기업 목적의 특징이며,

SiC (실리콘 카바이드)를 중심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파워
디바이스를 끊임없이 개발함과 동시에,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제품 제조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보유한 아날로그 엔지니어가 세계 최첨단 프로세스를

또한, 과거의 자연 재해를 교훈으로 삼아, 어떠한 리스크가

구사하여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아날로그 파워 LS I를

발생한 경우에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고객의 요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술을 조합하는 모듈 기술을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공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의 방재화,

융합함으로써 한층 더 고효율 및 저손실 제품을 제공하여 사회

생산 거점의 재배치, 전사적인 BCP (사업 계속 계획) 훈련 등을

전체의 에너지 절약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 면에서는「다거점 생산」과「재고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모든 리스크를 철저히 검증하여

소형 안전 쾌적성에 대한 기여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웨어러블 단말기 등 전자기기의 극적인 진화에 기여함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의 실천을 통해
모든 품질을 향상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소형 전자부품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소형화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상의 공법과 기술을 도입한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서 로옴 그룹 전사에 걸쳐

세계 최소 부품「RASMIDTM (라스미드) 시리즈」의 양산을

CSR 위원회의 조직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자업계의 CSR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소신호

규범인 EICC 행동규범에 준거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디스크리트 제품의 확충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감사와 함께 로옴 그룹 전체의 EICC

높은 제품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에 대한 적합 상황을 스스로 검증하는 내부 감사를

일본 국내외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LED 조명 분야에서는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발광 효율을 자랑하는 직관 LED 조명 이외에도
무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조명 시스템의 제안 등을 통해

로옴 그룹은 앞으로도「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을 수행

오피스 및 공장에서 주택에 이르기까지 저전력의 쾌적한 조명

하고, 모든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거듭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로써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6월

또한, 스마트폰 및 보안 시스템, 의료기기 등 다양한 용도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센싱 디바이스 분야에 있어서는 로옴
대표이사 사장

Satoshi Sawamura

수직 통합형 생산체제로 실현하는
고품질 안정 공급
●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고품질을 실현합니다.
로옴은 기업 목적으로「품질 제일」을 제창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수직 통합형 생산
체제」를 통해 그룹 내에서 개발·설계, 웨이퍼 제조를 포함한 생산, 판매·서비스까지
실시함으로써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탁월한 생산 이력 관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자체 제작 금형 리드 프레임
●

자체 제작 포토 마스크

우수한 품질을 위해 리드 프레임
주형용 금형 리드 프레임, 몰드
금형도 모두 자사에서 제작

IC 칩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포토 마스크
제조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추구

원재료에 대한 고집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여
웨이퍼 제조

실리콘 원석

콘
실리

콘
실리이드
카바
SiCrystal AG는 2009년 로옴
그룹의 일원이 된 독일의 SiC
단결정 웨이퍼 메이커입니다.

그룹 총력을 다하여 공급 책임을 완수합니다.

안정 공급

로옴 그룹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일관 생산을 축으로 수직 통합형 생산체제를 통해 제조 공정을 자사에서 관리함에 따라,
일반적인 팹리스 메이커 및 위탁생산 메이커에 비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거점 생산체제 및 재해 시 대응을 위한 안전재고 확보 등 BCM (사업 계속 매니지먼트)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안정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의 혁신
로옴 그룹은
사회적인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패키지

LS I 사업
디스크리트・모듈 사업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

로옴 그룹 제품군
IC

생산 시스템의 자사 개발
생산 시스템을 자사에서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Amp. / 리니어
파워 매니지먼트
클록 / 타이머
스위치 / 멀티플렉서 / 로직
데이터 컨버터
센서 / MEMS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터 / Actuator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통신 LS I (LAP IS)
오디오 / 비디오
음성합성 LS I (LAP IS)
마이크로 컨트롤러 (LAP IS)
디스크리트 반도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파워 디바이스
SiC 파워 디바이스
I GBT

생산 시스템 개발을 자사에서 대응

BCM 체제
모든 생산 거점에서 리스크 검증을 바탕으로 진단하여
BCM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
지진 해일
●

태풍 강풍
토네이도
●

홍수 호우
●

●

농무 황사
폭설

낙뢰

●

생산 거점

정세 불안

인프라 문제

●

화재 폭발
●

기타

다거점 생산

재고 확보

계속적 공급
P28「리스크 매니지먼트·BCM」참조

광 반도체
LED (발광 다이오드)
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다이오드
광 센서
I rDA 적외선 통신 모듈
리모컨 수광 모듈
수동 부품
저항기
탄탈 콘덴서
모듈
파워 모듈
무선 통신 모듈
콘택트 이미지 센서 헤드
서멀 프린트 헤드
배터리 불필요 무선 통신 모듈 (EnOceanⓇ)
세트 제품
LED 조명
B-AnalystⓇ (혈액 분석 시스템)

제품 품질의 혁신

CSP, BGA, COC, COF, Stacked
패키지까지 최첨단 어셈블리 기술

LS I 사업 개요

모든 제품에 있어서
높은 품질을
약속합니다.
로옴 주식회사 이사
LS I 생산 본부
본부장

고성능 BiCDMOS 프로세스
LS I 사업에서는 로옴의 우수한 아날로그 기술을 활용한
「아날로그 파워 LS I」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원 LS I 및

Isao Matsumoto

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높은 품질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설계 엔지니어와 제조 엔지니어가
함께 프로세스 기술 및 공장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타사와는 차별화된 특성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파워 LS I는 각종 전자기기

이러한 수직 통합형 생산체제는 자동차 등 높은 품질 레벨이

의 전력 변환 및 모터 구동의 고효율화, 저손실화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장에 있어서 착실히 실적을 축적해왔습니다. 앞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태블릿 PC 등의 I T 기기를

로도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

비롯하여 자동차 및 산업기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채용되고

에, 고품질·고신뢰성 생산 라인을 모든 제품으로 전개하여

있습니다.

제품 제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엔지니어 개개인의 높은 기술력
및 풍부한 경험과 함께 고내압 및 미세화 등 개발 니즈에 대응
하는 제조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로옴은 아날로그 파워

폭넓은 제품 제안력

LS I에 최적인 고내압과 미세화를 동시에 실현한「BiCDMOS

또한, 로옴은 디스크리트 전자부품에서 LS I, 모듈 기술까지

프로세스」를 보유하여, 프로세스 기술과 회로 설계의 조합

보유하여 시스템 레벨의 제품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

으로 고성능 및 고품질 제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LAP I S Semiconductor Co., Ltd. 및 Kionix, Inc.를 포함
하여 로옴 그룹의 총합력을 활용한 시스템 제안력을 통해 부가

수직 통합형 생산체제가
고품질의 원천
제품 개발을 지탱하는 것은 고품질·고신뢰성을 추구한
「수직 통합형」생산 라인입니다. 로옴은 웨이퍼의 잉곳 생산

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LS I 사업 하이라이트

고효율 아날로그 파워 기술로
저소비전력에 기여
제품 품질의 혁신

파워 매니지먼트 IC

다양한 전자기기의 저전력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파워 매니지먼트 I C.
로옴은 2차측 전원에서 쌓아온 기술을 1차측 전원으로도 전개하여,
모든 전력 변환을 고효율로 서포트함으로써 전원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와 저전력화에 기여합니다.

2차측 전원

1차측 전원
교류를 직류로
변환

세트에 최적인
전압으로 변환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인
전압으로 변환
시스템 전원
메모리
키보드 등
입출력

충전기

Li 배터리

고효율 Low noise
파워 매니지먼트 IC 실현
●

LS I 기술

디스크리트 기술

패키지, 모듈 기술

고효율
스위칭

저 ON 저항
고속 스위칭

풍부한 패키지
라인업

●

모터 드라이버 제어 IC
●

모터 드라이버 IC의 톱 메이커로서 고효율 고성능 제품을 라인업하여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 가능합니다.

DC Brush 모터 드라이버

3상 Brushless 모터 드라이버

ODD용 드라이버

디지털 스틸 카메라용 드라이버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

팬 모터 드라이버

프린터용 드라이버

카메라 모듈용 렌즈 드라이버

고성능 아날로그 파워를 실현하는
신규 프로세스 개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1chip에 탑재할 수 있는「BiCDMOS
프로세스」의 최첨단 라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역을 기존의 0.35µm에서 0.13µm로 진화시킴으로써
아날로그 매니지먼트의 고기능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여 세트의
극적인 저소비전력화 및 다기능화에 기여합니다.

아날로그 회로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의
로직 회로용
고내압·대전류
출력부용

LS I 사업 하이라이트

기술 융합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로옴 그룹
로옴과 LAP I S Semiconductor Co., Ltd. 및 Kionix, Inc.는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융합함으로써 차세대를
위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전력을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

초고정밀도
센서 기술

세계 굴지의
아날로그 기술

카테고리 톱 메이커와의 co - work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통해 저소비전력화에 기여
로옴은 이전부터 디바이스 단품의 제안이 아닌, LS I를 비롯한 디스크리트·모듈까지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
기술을 융합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PU 메이커와 개발 단계부터 협력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ntel Corporation

Freescale Semiconductor, Inc.

2008년경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자동차·산업기기 등 임베디드 기기용

2013년 9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

칩 세트 & 레퍼런스 보드, 태블릿 및 카 인포테인먼트용 전원 I C 등을

율을 보유한 Freescale Semiconductor, Inc.

개발하였습니다.

와의 co-work 시작. 차량용 품질 I C 및 디스

임베디드 기기의 개발 시간 단축
Intel AtomTM Processor E600 Series용
칩 세트 & 레퍼런스 보드

태블릿의 장시간 구동 지원
차세대 Intel AtomTM Processor용
저소비전력 파워 매니지먼트 I C

I ntel, 인텔, I ntel Ato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I 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크리트 부품으로 CPU를 서포트합니다.
자동차의 고성능화 서포트
고신뢰성 I C 및
디스크리트 제품

센싱 솔루션

안전 쾌적 스마트한 생활을 실현
●

●

로옴 그룹이 보유한 풍부한 센서군을 활용한 제어 I C 및 무선 통신 기술로 새로운 사회의 창조에 기여합니다.

비휘발성
로직

마이크로
컨트롤러

파워 매니지먼트

무선 통신 기술

제품 품질의 혁신

LSI 기술

풍부한 센서군

조도

근접

온도

Hall

자이로

가속도

UV

지자기

정전

통신 LSI

메모리

새로운 사회 창조에 기여

전력

기간시설
건설

에너지

LSI 기술
무선 통신
기술

풍부한
센서군

화재 방지

물류

교육
농업

식품
의료

●

건강

디스크리트 모듈 사업 개요
●

소형화와 저전력화에
기여하는 제품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로옴 주식회사 이사
디스크리트·모듈 생산 본부
본부장

소형 저전력
추구를 통해 혁신적인
세계 최소 디바이스 실현
●

Katsumi Azuma

사회 전체의 저전력화에
기여하는 파워 디바이스
개발을 가속화

디스크리트·모듈 사업에서는 로옴의 강점인 소형·저전력

파워 디바이스 분야는 극적인 저손실화를 실현하는 SiC

분야의 기술을 추구함과 동시에 대전력·고내압화에 대응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중심으로 타사와는 차별화된 폭넓은 제품

파워 디바이스의 확충·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독자적인 파워

소형·저전력 분야에서는 저항기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에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아 전세계의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다양한 디스크리트 디바이스로 세계 최소
사이즈를 실현하여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고기능화에 기여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통해 세계 최소
부품「RASMIDTM (라스미드)」시리즈의 양산화에 성공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보급이 진행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비롯
하여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웨어러블 기기의 경량화 및 고기
능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디바이스 기술과 LS I에 의한 제어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조합하는 모듈 기술의 3가지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에 최적인
파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파워 디바이스 제조부를
조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변전소,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전력 변환 손실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사회에 폭넓게 공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절약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독자적인 최신예 고효율 제조 라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품질의 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LS I 기술
과의 융합 및 모듈화 기술을 활용한 기술 제안, 제품 제공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모듈 사업 하이라이트
●

초소형 저전력 기술 추구와
저전력 파워 디바이스의 라인업 확충
●

제품 품질의 혁신

트랜지스터 / 다이오드

세계 최고의 소형 저전력 기술로 한층 더 약진
●

시장의 소형화 요구에 대응하여 세계 최소 시리즈로서 라인업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의 소형·박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비롯하여 디스크리트의 소형화 기술을 혁신
RASMID 시리즈
TM

로옴의 독자적인 신공법을 이용하여 소형화
를 실현하고, 놀라운 치수 정밀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소 부품 시리즈

세계 최소

세계 최소

칩 저항기

다이오드

두께

세계 HMD 패키지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1chip화
최소
(6chip 탑재)
(4chip 탑재)
클래스
두께

세계
최소

트랜지스터

두께

두께

세계 도전성 고분자 탄탈 콘덴서
(M 케이스)
최소
두께

두께

세계
최소

초소형 박형 칩 LED
PICOLED 시리즈
TM

세계
최소

탄탈 콘덴서
(U 케이스)

두께

두께
로옴 조사

파워 디바이스의 라인업 강화
업계를 리드하는 SiC 파워 디바이스는 풍력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변전소와 같은 대전력
영역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인업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SiC 웨이퍼 6인치화에 의한 생산 효율 향상을 도모하며,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리콘 디바이스에 있어서도 고내압화를 추진하여 파워
반도체 전체에서의 라인업을 구비함으로써 고객의 용도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첨단 제품

대전류, 고내압의 파워 용도에 대응하는 트랜지스터.

양산중

고속 스위칭 가능한 MOSFET.

양산중

I GBT와 SJ MOSFET의 기술을 융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1chip화 한 트랜지스터. 로옴이 세계 최초로 양산화.

파워

세계 최초 양산

대전류, 고내압 디바이스에 적합한 신소재 SiC를 사용한 MOSFET.
로옴은 세계 최첨단, 초고성능 제품으로 업계를 리드합니다.
양산중

주파수

SiC MOSFET

“Full”SiC 파워 모듈

디스크리트 모듈 사업 하이라이트
●

폭넓은 제품 개발로 사회에 기여
저항기

탄탈 콘덴서

창업 제품인 저항기에서는 세계 최초 칩 저항기를 개발하는
(1974년) 등, 항상 업계를 리드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고신뢰성 소형 분야와 더불어 자동차 및 산업기기 분야에
대응하는 하이파워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탈 콘덴서는 칩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비해 소형·대용량,
온도 특성, DC 바이어스 특성이 우수합니다. 세계 최소 소형
패키지 제품 라인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소형화에 기여

저전력에 기여

초대용량 TCSO 시리즈

하이파워 션트 저항기
(5W 클래스)

TUT (U 케이스)

모터

레이저 다이오드
독자적인 디바이스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 융합으로 세계
최소·박형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소형 분야와 더불어 자동차 및 산업기기 분야에 대응하는
하이파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 디스크 및 레이저 프린터·복사기 등에서 사용되며,
업계 최고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션 센서 및 HDD 열 어시스트 자기 기록 등의
신규 분야 창출을 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소형으로 선명하게

고속 고정밀화

PICOLEDTM 시리즈

멀티 빔 레이저

●

레이저 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광 모듈

고정밀도 감지
일체형 근접 센서

고휘도·고감도·고신뢰성 광 센서, 사내 각부문과의 콜라
보레이션을 통해 제품화한 복합 모듈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산업기기 분야에 대한 전개로서 고신뢰성·
차량 전용 라인 등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원 모듈

서멀 프린트 헤드
반도체 기술, 후막 인쇄 기술, 박막 성막 기술의 3가지 기본
기술로 업계를 리드합니다.

다양한 라인업 구비

제품 품질의 혁신

스위칭 전원 모듈은 확실한 품질로 다양한 분야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LS I 및 디스크리트에서 축적해온 기술의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에 최적인 제품을 제공합니다.

세트 전원의 소형화 경량화에 기여
●

시리즈

시리즈

계산대

무선 통신 모듈

콘택트 이미지 센서 헤드

근거리 무선의 각종 방식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모듈 라인
업을 다양하게 구비하였습니다. 로옴의 베이스밴드 I C와

획기적인 소형 경량화와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한 밀착형
콘택트 이미지 센서 헤드입니다.

고주파 모듈 설계를 통해 높은 통신 품질을 실현합니다.

소형화에 기여
일본 국내 전파법
인증 취득 완료

HEMS 이미지

로옴 그룹은 LED 조명을 중심으로 LED
소자에서 드라이버 I C, 고효율 전원
모듈까지 LED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발광 효율 업계

스캐너

교토역 앞에 Lighting show room 오픈!
2014년 4월 교토역 앞에 위치한 로옴 교토 비즈니스 센터 내에 최신 LED 조명
테크놀로지를 체험할 수 있는 show room「ROHM Lightion Square」를 개설하였습
니다. 공간 전시를 통한 조명의 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로옴의 HEMS 시스템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 효율
직관형 LED 램프
2014년 6월 로옴 조사

「ROHM Lightion Square」는 비즈니스 고객용 예약제 show room입니다.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

차세대를 위하여!
차세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서도 파워 분야 및 센싱
기술을 중심으로 재료, 설계, 제조, 품질 향상에 이르는
조화로운 연구 개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고효율·소형화의 돌파구가 되는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고속 스위칭 특성이 우수하여
Si (실리콘) 디바이스로는 불가
능한 고주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
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업계를 리드하는 개발을 추진
하여, 그 선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전력,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헬스케어에서 저소비전력 시스템을 실현하는
센서 네트워크까지 폭넓은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량 혈액 검사 시스템
B - Analyst

CIGS 이미지 센서

바이탈 센서

EnOcean

미량의 혈액으로 단 몇분만에
당뇨병 및 염증 마커 등을 측정
하는 시스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매를 개시하였
습니다.

근적외선으로 피하 혈관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
해하므로 의료 용도에 활용이
기대되어, 일본 대학과의 공동
연구도 시작하였습니다.

광학 센싱 기술을 통해 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맥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바이
탈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원, 배선, 유지보수가 불필요
한 무선 시스템. 2014년 2월에
나라 타이마 절에 일본 절과
신사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M2M 시장에서 로옴의 큰 성장 가능성
M2M, Trillion (1조) 센서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WSN (와이어레스 센서 네트워크)는
2020년에 전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규 사업 추진부는 WSN에 착수하여, 로옴
그룹의 우수한 센서·통신 LS I·저소비 MCU 등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모듈 레벨의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옴의 독자적인 기술인 C I GS 이미지 센서 및 바이탈
신호 센서를 의료 및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화해 나갈 것입니다.

로옴 주식회사
연구 개발 본부
신규 사업 추진부
부장

경영 품질의 혁신

경영 품질의 혁신

로옴 그룹은 I SO26000에 준거하여
글로벌한 CSR 매니지먼트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CSR 추진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I SO26000에 따라 밸류체인 전체를 고려하여
중점 과제를 분석하고, 활동 테마,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활동 하이라이트
조직 통치

I SO26000 7대 중점 주제

인권 / 노동 관행

인권 / 노동 관행
서플라이체인에서의 인권 존중
이노베이션 세미나
종업원 조합 공동 이벤트
「가을 페스티벌」개최

인권

조직 통치

CSR 월간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 E I CC 감사 실시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평가

환경
노동 관행

환경 부하 저감 활동
로옴 Kyoto Ekimae 빌딩 활동

환경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조직 통치
환경

(고객 대응)

공정한 사업 관행
컴플라이언스 체제 행동 지침
●

(로옴 그룹 행동 지침 개정)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대한 CSR 침투 보급
분쟁광물의 비사용 활동
리스크 매니지먼트 BCM 체제
●

공정한
사업 관행

●

공정한 사업 관행

소비자 과제

소비자 과제 (고객 대응)

사회 공헌 활동 (교육, 문화 교류, 환경)
필리핀 태풍 30호 재해 지역 지원 활동
●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소비자 과제
(고객 대응)

품질 보증 체제 강화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I SO / I EC27001) 취득

●

CSR
목표 계획과 실적

CSR 목표 계획과 실적
●

CSR 활동 개요

경영 품질 강화를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로옴 주식회사 상무이사
품질 담당, 신규 사업 창출 담당
[위원장] 품질 위원회,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 CSR 추진 위원회

경영 품질과 회사의 품질
반도체·전자부품 업계에서 고객은 단순히 품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구입을 판단하지 않고, QCDS (=품질, 비용,
납기, 서비스) 등의「제품 품질」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경영 품질」을 더한「회사의 품질」이라는 종합적인 기준
으로 제품의 구입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로옴은「회사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용 물리학회 회원
[객원 교수] 청화 대학, 저장 대학
시안 교통 대학, 오사카 부립 대학

2013년에는 로옴 그룹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 자주적으로
「E I CC 감사」를 실시하여, 한층 더 CSR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로옴을 포함한 일본 국내
생산회사 6개사에서도「E I CC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 위원회를 통해
품질 제일을 철저히 실시
로옴은「항상 품질을 제일로 한다」는 기업 목적을 바탕으로
개발·생산·판매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기존 견해는「QCDS 전체에 대한 품질」이며, 보편적으로

회사의 품질
제품 품질

경영 품질

생산자측의 시점에서의 견해였습니다. 한편, 오늘날 세계
에서의 품질은「고객 시점」을 최우선시하는 견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CSR 추진 활동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기업 목적을 통해 추구하는 품질의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품질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 로옴 그룹은 일본 국내외 생산회사 20개사에「CSR

전사에서 적임자를 소집하여 로옴 사내에 고객 시점에서의

추진 책임자」를 임명함과 동시에「CSR 추진 위원회」를 설치

제품 안전·안심을 강화하는「품질 위원회」를 발족하였습

하여, 월 1회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본「품질 위원회」는 생산자 시점의 견해를 고객 시점

또한, CSR 활동의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각각의 회사에서

에서의 사고로 180도 바꾸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조직

자주적으로 실시하는「CSR 내부 감사」와 더불어 로옴 CSR

을 초월하여 전사원이 하나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체제입

실에 의한 E I CC (전자업계 CSR 얼라이언스) 행동규범을 바탕

니다.

으로「CSR 총괄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각사로 수평전개함으로써 문제점의 공유화를 통해
그룹 전체의 레벨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CSR 활동 하이라이트

로옴 그룹 CSR 추진 활동
CSR 추진 활동 강화

로옴 그룹 CSR 변혁 3개년 계획

스타트

하고 사회 공헌 등의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2011년 국제 연합 Global Compact에 가맹을 시작으로 로옴

2007년
로옴에 CSR 추진실 설립

2011년 (1년째)

그룹의 CSR은「경영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CSR
Hop

변혁 3개년 계획을 책정하여 착실히 실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의 협력사를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국제 연합 Global Compact (UNGC) 가맹
CSR 추진실 사장 직속 조직화
CSR 위원회 신설 (위원장 : 사장)

CSR 활동 및 전 생산회사에 대한 E I CC 감사 등 밸류체인

2012년 (2년째)

전체에서의 CSR 레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SR 추진실에서 CSR실로 변경
「경영
(
품질」을 높이는 CSR 활동 개시 )

Step

CSR 연수 실시
스테이크홀더의 CSR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로옴 그룹은 사원에 대한 계몽을 목적으로 CSR 연수
를 전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I SO26000에 의한 검증 개시 (1회 / 년)
국내외 생산회사에 CSR 추진 책임자 (관리

혁

부문장)을 임명하고, CSR 추진 위원회 신설

2013년 (3년째)
로옴 그룹 CSR 조달 가이드 라인 제정

습니다. 또한 로옴 그룹에서 2013년 실시한 영업직 대상 CSR

CSR 조달 자기 평가 툴 제정

연수 수강자는 일본 국내 253명, 해외 200명을 넘어, 로옴

협력사 CSR 조달 추진 설명회 개최

Jump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CSR 총괄 내부 감사에 의한 검증 개시 (1회 / 2년)

변

로옴의 계층별 CSR 연수 등의 수강자는 연간 300명을 넘었

그룹의 CSR 활동 및 고객으로부터의 CSR 감사·분쟁 광물

거래 기본 계약서에 E I CC 내용 추가

일본 국내 협력사 CSR 조달 방문 확인 개시
로옴 그룹 행동 지침 제4판 발행
(UNGC, I SO26000, EICC 행동규범 준거)

특히 해외에서는 세계의 전자기기 및 부품 공장이 집중되고

CSR 월간 개최

있는 중국 (상해·심천)에서의 연수를 비롯하여 아세안·

로옴 그룹 각 사에 CSR 리더 (부문장) 임명

인도의 판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싱가포르, 유럽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서 E I CC 감사 실시

전역의 주관 창구인 독일에서의 연수를 통해 E I CC 및 분쟁
2014년

광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한국, 대만의 영업·개발 거점에서의 연수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약
단계로!

해외 협력사 CSR 조달 방문 확인 개시
일본 국내 생산회사 6개사에서 E I CC 감사 실시
해외 CSR 연수 계속 실시

2013년 CSR 연수 실시 국가 16개국

한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11~50명 규모의 연수
1~10명 규모의 연수
2014년 실시 예정

경영 품질의 혁신

로옴 그룹은 2007년에 로옴 CSR 추진실 (현, CSR실)을 설치

조직 통치

Corporate Governance 체제

CSR 매니지먼트
스테이크홀더

이사회 (이사)
로옴은 이사회를 통해 그룹 경영에 관하여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주주
투자가

사회적 요청 및 국제 규범 등

●

협력사
사원
고객

사회
지역
구성원
●

행동 방침

의 인원을 10명 이내로 정하여, 기능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

CSR 기본 방침

또한, 독립된 사외 이사를 2명 선임하여, 상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이사의 임원 보수 및 임원 상여는 이사 보수 협의회가 해당
기의 연결경상이익을 평가 지표로 하는 업적 연동형 보수 제도
에 입각하여 결정함으로써, 이사의 경영 책임 명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
로옴 그룹은 창업 당시부터「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
등의 목적·방침의 실천을 통해 스테이크홀더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의 건전한

감사회 (감사인)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감사회는 경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의

이러한「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등을 기반으로, CSR
의 측면에서 글로벌한 시점으로 성실히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감사인 전원을 독립된 사외 감사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감사인은 이사와의 면담, 이사회 등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로옴 그룹 CSR 기본

하거나, 업무 조사 등을 통해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보다 확실하게 실행하기

실시합니다.

위한 윤리상의 기본 룰을「로옴 그룹 행동 지침」으로 규정

또한, 회계 감사인 및 내부 감사 부문과 연계하여 감사 정밀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등 목적·방침은 변하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않지만,「로옴 그룹 CSR 기본 방침」및「로옴 그룹 행동

내부 감사 부문

지침」은 스테이크홀더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내부 감사 부문으로서 감사실을 설치하여, 로옴 그룹 전체의

사회적 요청이나 국제 연합 Global Compact (UNGC), I SO

업무에 대해 사원과의 면담이나 문서 및 장표류의 검열 등을

26000, E I CC (전자업계 CSR 얼라이언스) 행동규범과 같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국제 규범 등에 따라 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 및 회계 감사인과 연계하여 사내 규정의 준거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 행동 지침

http://www.rohm.com/web/global/rohm-group-business-conduct-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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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선임 해임
●

집행 기능

감사 기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인
(감사회)

연계

CSR 위원회
CSR실 (사무국)

연계
품
질
위
원
회

중
앙
안
전
위
생
위
원
회

리
스
크
관
리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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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위
원
회

컴
플
라
이
언
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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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
보
개
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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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환
경
보
전
대
책
위
원
회

C
S
R
추
진
위
원
회

연
구
●

개
발
부
문

생
산
부
문

영
업
부
문

관
리
부
문

감사실
(내부 감사 부문)

회계 감사인

연계

그룹 관계 회사
(일본 국내 해외)
●

2014년 3월 31일 시점

CSR 위원회 개최
로옴은 CSR을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과 현재의 과제, 스테이크홀더의 다양한 요구에

CSR 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하부 조직으로서 각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2011년 6월부터 CSR실을

위원회의 CSR에 관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보고·심의함

사무국으로 한「CSR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으로써 CSR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SR 월간」을 통해 로옴 그룹 전 사원이 CSR의 중요성을

기 위해 2013년부터 10월을「CSR 월간」으로 정하여 CSR

이해함으로써 그룹이 하나가 되어 CSR에 대한 활동을 강화

연수를 통한 계몽 활동 및 CSR 감사 대응 등의 활동을 전개

하고, 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하여 전세계의 스테이크홀더

하고 있습니다.

로부터 선택 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SR의 글로벌 추진을 지향합니다.
CSR 매니지먼트의 향상을 위해서는 로옴 그룹 사원 전체의
CSR 활동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CSR의

2013년 로옴 그룹「CSR 월간」실시 사항
대표이사 메시지 전개

중요성을 사원이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로옴

CSR 리더 (부문장) 임명

그룹 공통의「CSR 월간」을 정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

CSR 리더 연수 실시

다.

CSR 의식 조사 실시

앞으로도「CSR 월간」을 통해 사원
개개인에게 CSR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로옴 그룹 행동 지침 개정과 침투 활동

글로벌한 CSR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동과 윤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확립

합니다.

CSR 내부 감사 실시

로옴 주식회사
CSR실 실장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서 E I CC 감사 실시

로옴 그룹 CSR 기본 방침
로옴은「기업 목적」「경영 기본 방침」등의 목적·방침에 따라, 글로벌한 시점에서 사업 활동을 성실히 행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하기와 같이 모든 스테이크홀더 (이해 관계자)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함
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합니다.
고객

로옴은 고품질, 고성능 제품과 적절한 시기에 명확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중시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고 관련 정보의
적절한 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로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함과 동시에,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여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를 행하며, 상호 번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원

로옴은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밝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개개인의 일에 대한 보람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 투자가

로옴은 지속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실현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주주·투자가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폭넓은 IR 활동을 통해 설명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역 구성원

로옴은 각 국가 및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각각의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회 공헌 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실시하고,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활동을 통한 지구 환경 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조직 통치

로옴 그룹은 CSR 매니지먼트에 관한 사내의 이해도를 높이

경영 품질의 혁신

CSR 월간

조직 통치

CSR 감사
고객에 의한 CSR 감사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서 E I CC 감사 실시

대부분의 전자기기 메이커는 공급사가 E I CC (전자업계 CSR

로옴 그룹은 E I CC 행동규범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얼라이언스) 행동규범 등 CSR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위해 고객에 의한「CSR 감사」와 더불어 자주적으로「E I CC

대한 검증을 위해「CSR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로옴 그룹은 이러한 CSR 감사를 받고 있으며, 고객에 의한

본 감사는 E I CC 행동규범에 대한 준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SR 감사를 경영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고

것으로 전자기기 업계에서는 가장 엄격한 감사의 일종입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착실히

2013년에는 CSR 감사의 요청 빈도가 높은 태국, 필리핀,

개선함으로써 CSR 매니지먼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진·대련), 말레이시아, 한국의 생산회사 6개사가
E I CC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국내 생산회사 6개사가 감사를 받을

CSR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로옴 그룹은 외부 감사와 더불어, 2012년부터 CSR에 관한

EICC (전자업계 CSR 얼라이언스) 행동규범이란?

2종류의 내부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CSR 내부 감사」는 주요 일본 국내외
생산회사 20개사가 E I CC 행동규범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자발
적으로 검증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2년에 1회 로옴 본사의
CSR실이 국내외 생산회사에 대한「CSR 총괄 내부 감사」를

주로 전자기기 관련 메이커 및 대규모 공급사로 구성된
단체가 책정한 규범입니다.「노동」「안전 위생」「환경
보전」「윤리」와 이에 관한「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해 각 사의 CSR 내부 감사 실시 상황 및 E I CC에 대한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의 의견
CSR 내부 감사와 CSR 총괄 내부 감사

E I CC 감사 제3자 감사 기관

Bureau Veritas Japan 주식회사
로옴 (본사) CSR실

2013년 로옴 그룹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서 E I CC
감사를 담당했습니다.

CSR 총괄 내부 감사

당사에서는 공장 단위의 E I CC 감사를 담당할 기회가
로옴 그룹
생산회사

로옴 그룹
생산회사

로옴 그룹
생산회사

로옴 그룹
생산회사

로옴 그룹
생산회사

CSR
내부 감사

CSR
내부 감사

CSR
내부 감사

CSR
내부 감사

CSR
내부 감사

급증하고 있으나, 그룹에서 일제히 전개하는 로옴의 체제
는 글로벌 전개를 추진하는 당사에서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앞서 나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운용 상황을 업계 공통 E I CC

로옴 그룹 국내외 생산회사 20개사

행동규범에 준거하여, 사원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하여 제

2012~2013년 CSR 총괄 내부 감사 하이라이트

3자 기관이 평가한다는 것은 경영 품질 향상을 위해 효과
적입니다.

국내외 생산회사 20개사의 지적 부분 (분야별)

앞으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한 감사를 통해 과제를

기숙사

유출하여 경영 품질 향상에

사무실 / 의무실 / 휴게실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동 / 윤리 / 인권
공장
식당

위험물 / 폐기물 창고 / 부대설비

Bureau Veritas
JAPAN 주식회사
집행임원
시스템 인증 사업본부
전략 사업부 부장

주주 투자가와의 커뮤니케이션
●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다양한 SR I 인덱스의 구성
상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적시 적절한 IR 활동
전세계의 주주

●

투자가에 대해 업적 동향을 비롯한 기업

로옴이 편성되어 있는 SRI 인덱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개시하는 등, I R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 품질의 혁신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isclosure 정책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개시
홈페이지에 주주 투자가용 페이지를 구비하였습니다.
●

결산 단신, 유가 증권 보고서 등의
개시 서류와 더불어 Annual Report,
결산 설명회 자료, 재무 데이터 추이 등
폭넓은 투자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주 투자가 정보

국제 규격에 준거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로옴 그룹사의 대부분은 이미 국제 규격에 준거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상황

http://www.rohm.com/web/global/certification-of-quality-and-environmental

●

http://www.rohm.com/web/global/investor-relations

로옴 그룹 각사에서 I SO9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주요 생산 거점은 I SO/TS16949 인증도 취득.

결산 설명회 / 인포메이션 미팅
사장 및 각 이사에 의한 결산 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해외 투자가 방문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 회사 주최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평가
기업의 사회·환경·윤리적 측면을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SR I)에 대해, 로옴은 SR I 관련 평가

로옴 그룹 전체에서 I SO14001에 준거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로옴과 일본 국내 관계 회사, ROHM Korea Corporation은 통합 시스템에
의한 제3자 인증 취득. 해외 그룹 회사는 ISO14001 규격에 따른 환경 매니
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선언.

로옴이 2013년 3월에 취득.
로옴 그룹 국내외 생산 거점에서의 취득을 목표로 활동 전개중.

로옴이 2013년에 취득. (P.30 참조)

EICC 행동규범에 준거한 CSR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생산회사에서는 CSR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CSR 연수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 내부 감사로서 매월 E ICC 행동규범의
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 및 현장 순시 등을 실시
하여, 규범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CSR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통치

개인 투자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 / 노동 관행

고용에 있어서의 인권 및 다양성의 존중

서플라이체인에서의 인권 존중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존중

협력사에 인권에 대한 배려 요청

로옴 그룹은 국제 노동 기관 (ILO)에 의한「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를 존중합니다.

로옴은 거래 기본 계약서에「비인도적, 차별적 취급 금지」
및「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등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

로옴 그룹 전체의 규범으로서는,「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기회 균등과 다양성 존중, 성별·연령·국적·인종

하여, 거래 기본 계약서 체결을 통해 협력사에 인권 존중 배려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족·신조·종교·사회적 신분 및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2013년에는「CSR 조달 추진 설명회」개최 및「로옴 그룹

부당한 차별 금지」「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CSR 조달 가이드라인」배포,「CSR 조달 방문 확인」등을

「인권 존중 규정」으로 규정하여, 사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

통해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대한 인권 존중 계몽 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 협동하여 글로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적극 고용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로옴은 개개인의 인간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침을 바탕으
로 다양한 인재의 적극적인 채용을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 일환으로서, 여성 사원의 신입 채용 비율이 해마다 상승
하고 있으며, 영업직의 채용에서도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등,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로옴의 글로벌
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교류 추진을 통한
사원의 성장 지원
로옴은 2012년에 20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사원을 해외
로 단기 파견하는 실무 연수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연간 2명 정도를 해외로 파견하여, 향후 해외
와의 연계 업무 시 필요한 국제적인 감각을 조기에 익힐 수

장애인 고용

있도록 현지 매니저의 관리하에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에서는 장애인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목표로 하여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에서 시작하여 향후 전사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2013년도 장애인 고용률은 로옴 2.14%, 일본 국내 그룹

또한, 해외 현지 법인 사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친

전체로는 2.24%로, 법정 고용률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하였

실무 연수 제도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습니다.

연구·개발·영업을 중심으로 중국·한국·필리핀에서 9명
의 연수자를 받아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현지

장애인 고용률 (%)

법인의 미래를 짊어지는 인재로 성장하여, 일본과 현지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정 고용률 2.00 (2014년 4월 현재)

이노베이션 세미나
로옴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학습하고, 창조적
발상을 창출할 수 있는 사원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5회 개최
하였으며 총 1,341명의 사원
(연도)

로옴 본사

일본 국내 로옴 그룹

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인재 육성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노베이션 세미나

노사 관계

노동 안전 위생

로옴 그룹은 각국의 법령 등에 기초하여, 사원의 노동 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노동 조합이나 종업원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옴 본사 19년간 휴업 재해 Zero 달성
로옴은 중앙 안전 위생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 재해 발생
건수의 Zero화를 목표로「리스크 평가」
「사내 순찰」을 실시
그 결과, 2013년까지 19년간 연속으로 휴업 재해 Zero를

종업원 조합 공동 이벤트「가을 페스티벌」개최
평소의 운동 부족 해소를 위해 요코하마 거점의 사원과 그
가족 219명이 참가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코하마 국제 수영장의 메인 경기장을 대여하여, 단체
줄넘기, 릴레이 등 팀 대항 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 행사에 처음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의 생산회사에서도 노동 재해 발생 건수 Zero를

경영 품질의 혁신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각 회사별 안전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법령 준수 체크 시트」를 사용하여 각 사의 안전 위생
관련법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 참가하는 사원들도

도수율 (로옴 그룹)

많았으며, 폭넓은 연령

로옴 본사의 도수율은 각 연도 모두 0

이벤트였습니다.
(연도)

도수율 (재해 발생 빈도)

노동 재해에 의한 사상자수
총 노동 시간

강도율 (로옴 그룹)
로옴 본사의 강도율은 각 연도 모두 0
라피스 세미컨덕터 주식회사
가을 페스티벌 실행 위원회

(연도)

총 노동 손실 일수
강도율 (재해의 심각도)
총 노동 시간
참고 :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 회로 제조업 평균치 도수율 : 0.34 / 강도율 : 0.02
출처 : 후생노동성 2013년 노동 재해 동향 조사
(사업소 조사 (사업소 규모 100명 이상) 및 종합 공사업 조사) 결과 상황

사장과 사원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진의 생산회사에서는 2009년부터 월 1회 종업원
대표와 사장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에
사장이 직접 귀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사간 상호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원의
사기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이오드 제조부

인권 / 노동 관행

층이 참가한 성대한

환경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환경 목표

PFC (Perfluorocarbon) 가스류는 CO2를 대폭 상회하는

환경 방침과 중점 항목

온실 효과가 있으므로, 로옴 그룹은 PFC 가스류 배출량 삭감

로옴 그룹은「우리는 항상 지구 환경 보전을 배려하고, 인류

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의 건강한 존속과 기업의 항구적인 번영에 기여한다.」는 환경

그룹 전체에 제해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여, 2008년에 전기

방침을 바탕으로 매년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 보전 활동을

·전자업계의 목표를 2년 앞서 달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삭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옴 그룹의 PFC 가스류 배출량

중점 항목

(1000 t - CO2)

에너지 절약을 모든 기업활동에서 창의적으로
철저히 실시한다.
환경 배려형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환경 부하 최소화를 추구한다.
재료·부자재의 조달 및 제품의 구입은 환경 부하가
보다 적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일본 국내외의 환경법 규제 및 지역 협정을 준수한다.
생활 환경 및 지구 환경을 배려하는 사원의 육성과
관계자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연도)

지구 환경에 대한 기여 및 환경 정보의 적절한 개시를
통해 사회와의 건전한 연계를 도모한다.

폐기물 배출량 삭감과 재생 자원화 추진
로옴 그룹은 폐기물 배출량 저감 대책으로서 투입하는 재료
및 부자재의 적정화와 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발생
불용물의 철저한 분별을 통한 유가물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하 저감 활동

또한, 그룹에서 폐기물의 재생 자원화율 99% 이상을 제로

CO2 및 기타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CO2 배출량

에미션으로 규정하고, 2004년에 일본 국내 그룹 연결로 제로
에미션을 달성하였으며, 진정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로옴 그룹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있습니다. (2013년 99.98%)

각각의 생산설비·부대설비의 사용 전력, 오피스 에너지 등의

2013년에는 로옴의 폐기물 배출량 삭감 및 환경 보전에

명문화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삭감하고 그 대책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교토부 지사로부터「환경 보전 공로자

내용을 수평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체·선구자 부문>」으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로옴 그룹의 CO2 배출량

로옴 그룹 폐기물 배출량과 재생 자원화율 (일본 국내 거점)

(1000 t - CO2)

(1000 t)

(연도)

해외 연결

국내 연결

(연도)

폐기물 배출량

재생 자원화율

제품 함유 화학물질 관리

환경 학습 수업

RoHS 지침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EACH 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규칙) 등 환경
부하 물질 관리에 관한 법규제가 시행되어, 지구 환경을 배려
한 제품 제조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환경 학습 수업
로옴은 2010년부터 교토시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학습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장 수업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구조 및 가정이나

화학물질의 조사 정밀도 향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내의 화학

학교에서 실시 가능한 에너지 절약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물질 관리 체제에 중점을 두고 금지물질이「유입」
「사용」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LED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수동

「출하」되지 않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하여 LED와 꼬마전구와의 소비전력을 비교하는

경영 품질의 혁신

로옴은 그린 조달을 통해, 조달 부품·재료에 함유되는

등 에너지 절약 효과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
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해외 생산 거점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로옴의 LED를 사용한 실험 세트

저전력 보급을 위한 대책
로옴 Kyoto Ekimae 빌딩의 전개 활동
반도체 공장에서 축적해온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의 3대원칙 (자연 에너지 활용
·부하 억제·고효율 기기 채용)에 따라 에너지 절약화를 실현한 로옴 Kyoto Ekimae 빌딩은
2012년 에너지 절약 대상 자원 에너지청 장관상 (저전력 사례 부문) 수상 이래, 각 방면에서의
환경

취재, 강연, 연수 및 견학 의뢰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 사례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J I CA (국제 협력 기구) 관련 기관의 의뢰로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에너지 절약 담당자를 주체로 한 에너지 절약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절약의 학자인 Amory Lovins
박사가 견학을 오는 등 국내외로 일본의 오피스 빌딩의 에너지
절약 사례로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연수회 (옥상 녹지화 견학)

로옴 Kyoto Ekimae 빌딩

지역 기업에 대한 환경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회사는 2002년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 기업의 환경 활동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한 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환경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환경 관련 법령
에 대한 설명이나, 환경설비의 운용·점검
등 관리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총무부 과장

공정한 사업 관행

계층별 컴플라이언스 연수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독점

컴플라이언스

금지법, 하청법, 금융상품 거래법 (내부자 거래 방지), PL법 등

체제 행동 지침

개별 테마에 관한 연수, 사원 대상「Legal e-러닝」실시 등

●

로옴은 기업으로서 요구되는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확립·유지하고, 계몽·추진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를 설치하여 그룹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사내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관한 사원의 요구에 대응하여 일
본 국내에서는「법무 가이드북」, 해외에서는「Compliance

있습니다.
또한, 평소의 사업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상의 기본적인
룰을 명시한「로옴 그룹 행동 지침」을 7개국어로 번역하여

Training Program」을 작성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사에 전개함과 동시에, 연수 및「Legal e-러닝」등 사내 교육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법무 가이

및 계몽 활동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침투 및 향상을

드북」을 개정하여, 로옴 및 로옴 그룹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생산회사에 대해 리더층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UNGC, I SO26000,
E I CC (전자업계 CSR 얼라이언스) 행동

법무 가이드북

규범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지침을
재검토하여 개정판을 발행함과 동시에
10월의「CSR 월간」을 통해 사원에

밸류체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추진

대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였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대한 CSR 침투 및 보급

습니다.
로옴 그룹 행동 지침

컴플라이언스 핫라인
로옴은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을 설치하여, 비정규 사원을

로옴 그룹은 E I CC 행동규범 준수를 비롯한 CSR 조항을
반영한「거래 기본 계약서」체결 및 협력사의 양해를 얻어
CSR 관리 상황의 자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함한 전사원으로부터 일본 국내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CSR의 추진은 사업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협력사를

에 관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항의 조기 파악과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대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계 회사에도 동일한 핫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로옴은「로옴 그룹 CSR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뿐만 아니라, 2011년에 로옴과 해외 주요 생산회사에

2013년 6월에 협력사 99개사 161명을 로옴 본사에 초청하여

협력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을 설치하였으며, 2013

「CSR 조달 추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로옴 그룹의 CSR

년에는 일본 국내 주요 생산회사에도 동일한 핫라인을 설치

견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해외 생산 거점에서도 협력사를 위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개최하여 CSR에 대한 견해 및 시책의 공유화를 도모하고 상호

부패 방지 (뇌물수수 방지)의 철저화
로옴 그룹은「뇌물수수 방지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일본
국내외의 모든 관계회사로 전개하여, 부패 방지의 철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옴의 계층별 연수를 통해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설명
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3년에는 매니지먼트층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사내 세미나를

협력을 통해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대한 CSR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회에 초청한 협력사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모든 협력사에「CSR 조달 자기 평가 툴」을 배포하여 CSR에
대한 활동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였습니다.

사내 교육 계몽 활동의 강화
●

로옴은 신입 사원에서 주임, 계장,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로옴 본사 CSR 조달 추진 설명회에서 대표이사 인사

또한,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상호 CSR

리스크 매니지먼트 BCM
●

파트너 쉽을 강화하는「CSR 조달 방문 확인」을 새롭게 시작

리스크 매니지먼트 BCM 체제

하였습니다.

●

로옴은, 로옴 그룹의 리스크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확인을 실시하여, 로옴의 CSR에 대한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동시에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사업 계속 또는 복구를 위해

상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리스크 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2014년에는 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계속 매니지먼트)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BCM 대책 본부를
본사에 설치하고 현지 대책 본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복구를

경영 품질의 혁신

2013년에는 일본 국내 협력사 3개사에 대해 CSR 조달 방문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리스크 평가 방법을 기존의 3단계에서 발생
빈도와 영향 규모를 각각 10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
하여, 보다 세분화된 리스크 맵을 작성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본 국내의 CSR 조달 방문 확인

분쟁광물 비사용을 위한 활동
2010년 7월에 미국 금융 개혁법이 성립되었으며, 2012년
8월에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가 최종 규칙으로 채택함

서플라이체인 BCP 추진
로옴 그룹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재해 및 예측 불허의 사태에 강한 BCP (사업 계속 계획)
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써,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콩고

협력사에 대해서는「협력사의 제품 대체 생산 방법」「재료

민주 공화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산출되어 무장 세력이나

로서 꼭 필요한 크리티컬 원재료의 조달 방법 명확화」
「안

반정부 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분쟁광물의 사용 상황에

전 재고 확보」등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대한 조사를 서플라이체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앞으로도 CSR 조달 자기 평가 툴, CSR 조달 방문 확인 등

분쟁광물의 비사용에 대한 활동을 서플라이체인 전체에서

을 통해 로옴 그룹의 서플라이체인 BCP에 관한 견해의 보급

강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및 침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해를 가정한 BCP 대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태국의 생산회사는 대홍수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 및 그룹 내에서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조기 복구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사내에 BCP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해 상황에 강한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 공급 문제로 고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비상사태 시의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검토하여 대응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MCR 제조부 부부장
BCP 위원회 위원장

공정한 사업 관행

로옴은 고객이 안심하고 로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과제 (고객 대응)

품질 확보
품질 제일 추구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시간 정보를 사내에

로옴 그룹은 신제품 개발·설계, 공정 설계에서 생산 시스템
의 개발, 원재료 구입, 그리고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서 세심한

전개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비롯하여 관리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사원이 기업 목적인「품질 제일」을 추구하며
높은 품질을 의식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신뢰를 위한 분석력 향상
●

로옴 그룹은 최신예 분석·해석 장치를 구사하여 품질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해 연구·개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품질 보증 체제의 강화·운용
에 힘쓰며, 사원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품질 보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로옴은 신제품 연구에서 불량품 해석까지 모든 목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해석 장치를 완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교육

또한, 국내외의 QA 센터에도 동일한 설비를 구비하여 글로

로옴 그룹은 개발·영업·생산·관리 부문이 고객 지원의

벌 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품질 제일」을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품질
에 관한 사원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대상
으로 한 품질 관리 기본 방법에 관한 교육을 비롯하여, 기술계
사원에 대한 신뢰성 기술 등의 교육, 직위별 품질 관리에 관한
계층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 거점에서도
품질에 관한 교육을 중점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라이센스 (인증) 제도를

로옴 분석 센터

통해 인정받은 작업자·
보전자만이 작업하고

신속한 고객 서포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국·대련 공장에서의 교육

품질 보증 체제 강화

로옴 그룹은 세계 각지에 판매 거점을 두고 고객 밀착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한층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로옴은 생산 부문 내에 설치한 제품 (LS I, 트랜지스터, 저항기

서포트가 필수입니다. 싱가포르 판매 거점에서도 최고 레벨의

등) 별 제조부에서 신제품 개발·설계에서 품질, 비용, 납기에

품질 서포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QC

대한 관리 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부 내에

부문 등의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고, 제조와 판매가 일체가 되어

설치한 QC (품질 관리) 부문에서는 각 제품의 환경, 품질 보증
전반 및 국제 규격 I SO9001에 준거한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세분화된 고객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장 직속 조직으로서 품질 보증부를 설치하여 제조
부와 본부의 틀을 초월한 전사적인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전개, 고객 의견의 피드백 및 표준화, 제조부 QC
부문의 감시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질 보증 활동의 레벨업을 위해 품질 보증부
내에 각 제품군에 대응하는 품질 보증 그룹 (품질 보증실)을
설치하여, 고객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대응과 고객 시점에서의

제너럴 매니저

디자인 센터 / QA 센터

비밀정보 보호

디자인 센터

정보 보안 의식 향상
로옴은「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에

명확히 파악하여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관한 경제 산업성의 가이드라인」등에 준거하여 고객 개인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이용 목적 명확화, 적절한 취득, 안전하고 엄격한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 개발 거점인 디자인 센터를 설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 고객 밀착형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또한, 계약에 입각하여 입수한 고객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설계자를 현지화함으로써 현지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보호하기 위해 정보 보안 정책을 책정하고, 보안 사고 방지에

신제품 창출을 위한「진정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

대한 체제 확립 및 사원에 대한 의식 계몽을 위한 활동을

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 품질의 혁신

로옴 그룹은 제품의 개발·설계 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정보 보안 교육으로서 신입 사원 연수 및 계층별 연수, 전

QA 센터

사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정보 보안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로옴 그룹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품질 대응이 가능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 상황 및 이해도를 가시화하고, 수강자

하도록 국내 및 해외 10개 거점에 각종 분석 장치를 구비한

에게 적절히 피드백함으로써 전사원의 정보 보안 의식 향상을

제품 분석 센터인「QA (Quality Assurance : 품질 보증)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술에 정통한 스탭이 지역 밀착형 대응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거의 품질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ISO/IEC27001) 취득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검증하여, 동일한 품질 문제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9일, 로옴 전략 정보 시스템부가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인 ISO/I EC27001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인 대책을 4M [MAN (인재), MACH I NE (설

로옴은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확립하여, 향후 보안 레벨

비), MATER I AL (재료), METHOD (방법)]의 관점에서 분석

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스테이크홀더의 비즈니스

하여, 예방 처치를 포함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리스크를 저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있습니다.

로옴은 보다 높은 레벨의 품질 개선 활동으로 세계를 리드하는「품질」
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 시점에 서서 전사 조직에 걸친 품질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고객 시점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실현하고, 보다 높은 품질 보증 체제 실현을 위해 각종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 일체가 되어 고객이 한층 더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스테이크홀더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로옴 주식회사 품질 보증부 부장
품질 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 과제
(고객 대응)

로옴 품질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사회 공헌 활동
로옴 그룹은「교육」
「문화·교류」
「환경」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교육
로옴의 기술을 활용하여,
풍부한 인간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를 육성한다.

문화 교류

환경

●

사내외에서 문화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사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 보전을
중요시하고,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재해 복구 지원 활동
Arigatobon 활동
2012년 12월부터 공익재단법인 신뢰
자본 재단의「Arigatobon」프로젝트에
찬동하여, 로옴 그룹으로서 활동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Arigatobon」은 사용하
지 않는 책, CD 등의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3월 시점으로 일본 국내 로옴
그룹에서 총 1만점 이상의 기부품이 모여,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
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Arigatobon 로고 마크

필리핀 태풍 30호 재해 지역 지원 활동
2013년 11월, 필리핀을 통과한 태풍 30호로 인해 로옴
그룹 거점은 피해가 없었으나, 필리핀 중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옴 그룹은 필리핀 적십자를 통해 1,000만엔의 지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필리핀에 소재한 4거점은 식량 및 의류
등의 구원 물자를 기증하였습니다.

로옴 본사 Arigatobon 캠페인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필리핀 생산 거점은 전사적으로 태풍 30호로 인한 재해
지역에 대해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원 2,653명이 모은 767,950페소 (약 180만엔)을
지역 기금을 통해 기부함과 동시에, 식량 및 의류 등의
구원 물자를 재해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기원할 것입니다.

인사부 과장

필리핀 적십자사에 기부금 기부

교육
일본 국내외 대학과의 산학 공동 연구
연구기관, 대학, 타분야 기업과 협력

미래의 엔지니어를 위한 활동
전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JSSF에 참여
Japan Super Science Fair (JSSF)는 리츠메이칸 고등학교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및 대학, 타분야 기업과 좋은

가 주최하는 지구 온난화 및 식량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고등학생

특히, 산학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로옴의 소재지인 교토의

이 모여 견해 및 지식, 미래의 꿈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리츠메이칸 대학, 도시샤 대학, 교토 대학에「로옴 기념관」을

로옴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강좌를

기증하여, 포괄적인 산학 공동 연구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최함과 동시에 로옴 본사에서의 기업 견학을 실시하여 차

경영 품질의 혁신

로옴은, 문화 및 사회의 진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세대 엔지니어를 꿈꾸는 고등학생을 응원하였습니다.

중국 청화 대학과
포괄적 산학연계를 통한 제품 개발 추진
로옴 그룹은 미국 및 중국 등 해외에서도 산학연계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최첨단 연구 및 각지의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중국의 청화 대학과 포괄적 산학연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청화 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클린룸 및 국제 회의장을 보유한「청화 로옴 전자
공정관」을 기증, 개관하였습니다.
본 공정관 7층에는 공동 연구 체제의 기반이 되는「청화
로옴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기존의 인턴쉽 도입뿐만
아니라, 로옴 사원이 주재함으로써 인적 교류 및 타문화

기업 견학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사회 기여를 활성화하고 있습
니다.
현재, 본 센터 조직을 기축으로「광 디바이스」
「통신·방

NHK 대학 ABU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합)
로봇 경진대회 협찬
●

●

송」
「바이오 칩」
「POCT (Point of Care Testing)」
「파워 디바

로옴은 차세대 엔지니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스 & 시스템」
「센서 & 네트워크 기술 이용을 통한 사회

협찬하고 있습니다. NHK 대학 로봇 경진대회·ABU (아시아·

인프라 모니터링」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

태평양 방송 연합) 로봇 경진대회도 그 일환입니다.

가 개시되어, 향후 교류의 성과가 한층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개최된「ABU 아시아·태평양 로봇 경진대회
2013 베트남 다낭 대회」에서는 18개국 대표가 자작의 수동·
자동 로봇 2대를 구사하여 대전 형식을 통해 과제 달성 속도를
겨뤘습니다.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청화 로옴 전자 공정관

ABU 아시아·태평양 로봇 경진대회 2013 베트남 다낭 대회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문화 교류
●

음악 문화에 대한 기여

지역에 대한 문화 지원 활동

차세대 음악가의 성장을 지원

로옴 시어터 교토

로옴은 1965년부터 폭넓은 음악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차세대 음악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OZAWA SE I J I씨의 열정에 동참하여「OZAWA SE I J I 뮤직
아카데미」공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찬하고 있으며, 2013
년에는「오페라 프로젝트 XII」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7월 교토시와 로옴은 2016년 1월에 새롭게 태어날
교토회관의 네이밍 라이트 명칭을「로옴 시어터 교토」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정비중인 교토회관은 약 50년에 걸쳐
교토 시민의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된 귀중한 문화 재산입니다.
로옴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문화 지원 활동을 통해「로
옴 시어터 교토」가 사회 및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의 전당으로서 일본을 대표
하는 시설이 되길 기원하고
로옴 시어터 교토 완성 예상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개관 예정)

「OZAWA SE I J I 뮤직 아카데미 오페라 프로젝트 XII」공연 (촬영 Michiharu Okubo)

공익재단법인 로옴 뮤직 파운데이션
음악 문화의 보급 및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1991년에「공익재단법인 로옴 뮤직 파운데
이션」을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63명의 장학생을 지원하였으며, 새롭게
국내외 음악 학교에서 공부한 장학생을 중심으로 콘서트
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장학생은 총 382명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와 차세대 음악가 육성을 목적으로
「교토 국제 음악 학생 페스티벌」개최 및 프로 음악가를
육성하기 위한「음악 세미나」, 음악에 관한 공연 및
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 : 약 6억 6,664만엔)

홈페이지 (http://micro.rohm.com/en/rmf/index.html) 및
블로그 (http://micro.rohm.com/jp/rmf/blog/)에서도 지원하는
차세대 음악가에 대한 정보 및 사업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토 국제 음악 학생 페스티벌 2013
(촬영 Tatsuo Sasaki)

클래식 음악의 보급을 위한 활동
사원 대상 세미나
「로옴의 라쿠라쿠 클래식 시리즈」
2014년 3월, 로옴에서 사원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음악
세미나「로옴의 라쿠라쿠 클래식 시리즈」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클래식 음악을 손쉽게 접함으로써 클래식의 훌륭
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교토시 교향악단과 협동으로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 세미나 2013 (지휘자 클래스)
(촬영 Tatsuo Sasaki)

스테이크홀더의 의견
교토시 교향악단 단원 / 로옴 뮤직 파운데이션
1992년 장학생
로옴 뮤직 파운데이션·1992년 장학생으로서 북서독일 음악
아카데미 Detmold 음악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
중에는 매우 충실한 학생 생활을 만끽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는 교토시 교향악단에 입단하여 교향
악단 활동을 통해 교토의 음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또한, 2014년 3월에는「로옴의 라쿠라쿠 클래식 시리즈」에
연주자로서 참가하여 로옴 사원 여러분이
클래식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의 훌륭함을 많
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교토시 교향악단 단원
수석 fagotto 연주자

로옴의 라쿠라쿠 클래식 시리즈

환경
제품을 통한 사회 기여
교토「Hanatouro」에 LED 기부

12월 / 교토 아라시야마 Hanatouro (Rakushisha 앞)

경영 품질의 혁신

교토 Hanatouro의 노지행등 전체에 로옴이 기증한 LED 조
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개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배려가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로옴의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조명의 소비전력은 약 1/6로 삭감되었
습니다.
매년 2회, 3월
·12월에 로옴의
LED 조명이 교토
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3월 / 교토 히가시야마 Hanatouro (Sanneizaka)

지역 환경 공헌 활동
지역의 기업 단체와 공동으로 식림 활동 실시
●

중국 대련의 생산회사는 지역 기업 및 단체와 협동하여 식림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명 이상이 참가하여 3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참가자 개개인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식림 활동 모습

CSR 추진 위원회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생산회사에서는 CSR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
년 5월에는 지역의 자치체와 협력하여 70명 이상의 사원과 함께
이 활동은 기업 및 사원으로서 지역 환경에 어떤 방법으로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해 CSR 추진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에
한층 더 공헌하고자 합니다.
다이오드 제조부
CSR 추진 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비치 클린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CSR 목표•계획과 실적
로옴 그룹 CSR 중점 과제
고품질 제품의 안정 공급

활동 테마

핵심 주제

조직
통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

CSR
매니지먼트
체제의
유지·향상

글로벌 인재 육성
2013년 목표 및 계획

CSR 체제의 강화

•10월을 CSR 월간으로 정하여, 로옴 그룹 전사가 일제히 CSR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CSR 총괄 내부 감사를 로옴 그룹 (2012년도 미실시 거점 : 일본 국내 4거점, 해외 5거점)에서 실시한다.
•CSR 총괄 내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로옴 그룹의 공통 과제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협력사, 업무 위탁 업체에 대해 E I CC 기준에 준거한 CSR 감사를 실시한다.

국제적인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CSR 활동 추진

•2012년도에 CSR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거점에서 실시한다.
•2012년도에 CSR e-러닝을 실시하지 않은 거점에서 실시한다.

안정 공급을 위한 사업 계속 매니지먼트
(BCM) 체제의 유지·향상

•사업 계속 계획 (BCP)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침투를 도모한다.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유지·향상

•I SO9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차량용 제품은 I SO/TS16949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유지 향상시킨다.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유지·향상

•I SO14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노동 안전 위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유지·향상

•로옴 그룹 해외 생산 거점에서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스테이크홀더 대화 실시

•정부기관 / NPO / NGO와 스테이크홀더 대화를 개최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끊임없이 촉진한다.

노동 및 윤리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노동과 윤리의 매니지먼트 리뷰를 로옴 그룹으로 전개한다.

인권 존중

•해외 관계 회사에서 거래 기본 계약서를 100% 체결한다.

인권

다이버시티 추진 / 쾌적한 직장 환경 정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쉽을 확충한다.
•사원의 활약에 대한 표창 제도를 정비한다.
•근무 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노동
관행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인재 육성

•차세대 리더 연수를 신규 도입한다.
•2012년도에 도입한 차세대 사원의 해외 연수 제도를 확대한다.
•글로벌 연수, 어학 학습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로옴 그룹 전체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 구축

•노동 재해 발생 건수 Zero 달성을 위해 안전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한다. (노동 재해의 정의 : 휴업 1일 이상의 재해)

거점의 CO2 대책
밸류체인을 통한 CO2 대책

환경

공정한
사업 관행

소비자
과제

「2020년
중기 목표」를
축으로 한
시책 전개

환경 오염 물질 삭감

•CO2 배출량을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CO2 배출량 원단위를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온실 효과 가스 (PFCs, SF6 등) 배출량을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GHG 프로토콜 스코프 1, 2에 대응하여 밸류체인의 CO2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GHG 프로토콜 스코프 3에 준거한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산출을 검토하여 운용 모델을 책정한다.
•매출액에 대한 환경 배려형 제품의 비율을 60%로 한다.
•PRTR 대상 물질 취급량 원단위를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VOC 배출량을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자원의 유효 활용

•해외 연결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를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용수의 투입량을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일본 국내 연결 제로 에미션을 유지하고,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를 2012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추진

•관계 부문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대상 환경 학습 수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의 철저화

•가이드라인 지정 물질의 비사용 / 사용량 준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

•계층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원용으로 컴플라이언스 및 법령 등을 해설한「법무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로옴 및 로옴 그룹 일본 국내 생산회사에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전개한다.
•사원을 대상으로「Legal e-러닝」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국제 연합 Global Compact, I SO26000에 준거하는 행동 지침의 개정을 실시한다.
•CSR 월간중 로옴 그룹 해외 관계 회사를 포함한 전사에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로옴 그룹 해외 관계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툴을 사용하여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한다.

「로옴 그룹
공정한 경쟁 및 거래
행동 지침」에
입각한 공정한
사업 활동 추진 독직 및 뇌물수수 방지

•CSR 조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자기 평가 툴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착시킨다.
•상기 평가 결과에 따라 CSR 감사를 개시한다.
•계층별 연수 등을 통해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보의 보호 및 적절한 관리

•보안 레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I SO27001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취득한다.

CSR 조달에 관한 방침의 침투와 철저화

•CSR 조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자기 평가 툴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착시킨다.
•협력사와 CSR 조달에 관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제반 활동을 실시한다.

제품 품질 확보

•신제품의 설계 품질 향상과 품질 문제의 철저한 분석,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고객 대응)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계를 리드하는 상품을 개발

•로옴의 전부문장에 대해 Creating Shared Value (CSV) 세미나를 실시한다.

커뮤니티
기획 참여
및 발전

선량한 기업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기부 및
시민으로서
찬조 활동
사회의 발전 및
건전화에 공헌
지역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활동

음악 문화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

•음악 문화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적시에 적절한 기부 및 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산관학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사원 참여형 제조 수업을 실시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로옴 그룹은 ISO26000에 준거하여 글로벌한 CSR 매니지먼트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체제의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I SO26000에 준거하여
밸류체인 전체의 중점 과제를 석출하고 활동 테마,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적

평가

•리스크 평가를 기존의 3단계에서 10단계로 변경하여 리스크 맵 작성.
•로옴 피난 훈련 및 BCM 대책본부 훈련을 일제히 실시.
•로옴에서 리스크 컨설팅 회사를 초청하여 강연회 2회 개최.

•국내 생산회사 6개사에서 EICC 감사를 실시한다.
•해외 협력사에 대해 EICC 기준에 입각한 CSR 조달 방문 확인을 실시한다.
•EICC 감사 대응 연수를 실시한다.
•2013년에 CSR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거점 (미국, 대만, 한국)에서 실시한다.
•CSR 월간을 통해 CSR 의식 조사, CSR e-러닝을 실시한다.
•BCP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침투를 도모한다.

•로옴 그룹 각사에서 I SO9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유지 향상시켜,
I SO9001 인증 및 I SO/TS16949 인증을 갱신.
•새롭게 라피스 세미컨덕터 미야기 / 미야자키에서 I SO/TS16949 인증 취득.
•I SO14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로옴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총괄 내부 감사 및 자기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I SO9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차량용 제품은 I SO/TS16949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유지 향상시킨다.
•I SO14001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로옴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OHSAS18001 자기 인증을 로옴 그룹으로 전개 시작.

•일본 국내 해외 주요 생산회사에 OHSAS18001 자기 인증 전개를 촉진한다.

•잡지 등의 지면을 통해 각 단체 기업 대표와 로옴 사장, 사원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대담을 실시.
•로옴 그룹 주요 거점에서 노동과 윤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사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개시.

•정부기관 / NPO / NGO와 스테이크홀더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CSV를 통해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한다.

•거래 기본 계약서 100% 체결은 미달.
•비제조업 협력사에 적합한 CSR 대응「구매 등 기본 계약서」를 제정하여 체결 작업 실시.
•2014년 4월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급여 제도 구축.
•외국인 참가 인턴쉽 실시.
•사원의 활약에 대해 표창하는 사장상을 2013년부터 재개하고, 제도 검토 실시.
•노동 시간의 적정 관리를 위해 근무 관리 시스템화 실시.
•차세대 리더 연수를 신규 도입.
•차세대 사원 해외 연수 제도의 운용을 개시하여, 2명 파견.
•어학 유학 제도 도입 등 글로벌 어학 학습 인프라 강화.
•글로벌 인사 미팅을 개최하여, 각사의 정보 공유 및 표준화 실현을 위한 내용 검토.

•로옴 그룹에서 노동과 윤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해외 관계 회사에서 100%를 목표로 체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직장 풍토 조성과 인사 제도 검토를 실시한다.
•조직 풍토 변혁 추진 위원회를 통해 풍토 개선을 실시한다.
•새로운 근무 관리 시스템 운용을 정착시켜, 적절한 노무 관리를 실현한다.
•제2계층으로의 차세대 리더 연수 전개를 도모한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유럽 미국 아시아 각국에서의 채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어학 학습 지원 (환경 및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룹 전체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는 글로벌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로옴 그룹에 있어서 노동 재해 발생 건수 Zero 달성.

•로옴 그룹의 노동 재해 발생 건수 Zero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 안전 위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전개한다.

•CO2 배출량은 2012년도 실적에서 5.5% 삭감.
•CO2 배출량 원단위는 2012년도 실적에서 10.9% 삭감.
•온실 효과 가스 (PFCs, SF6 등) 배출량은 2012년도 실적에서 8.2% 삭감.

•CO2 배출량을 2014년도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에서 1% 삭감한다.
•CO2 배출량 원단위를 2013년도 실적에서 1% 삭감한다.
•온실 효과 가스 (PFCs, SF6 등) 배출량을 2014년도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에서 1% 삭감한다.

•GHG 프로토콜 스코프 1, 2에 대응하여 밸류체인의 CO2 배출량 파악을 위한 체제 구축.
•GHG 프로토콜 스코프 3에 준거한 온실 효과 가스 산출을 검토, 4개 카테고리에 대해 운용 모델 책정.
•매출액에 대한 환경 배려형 제품의 비율 57%.
•PRTR 대상 물질 취급량 원단위는 2012년도 실적에서 8.1% 삭감.
•VOC 배출량은 2012년도 실적에서 20.0% 삭감한다.

•스코프 3에 준거한 온실 효과 가스 운용 모델을 책정하여 배출량을 공개한다.
•매출액에 대한 환경 배려형 제품의 비율을 60%로 한다.

•해외 연결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는 2012년도 실적에서 14.3% 삭감.
•용수의 투입량은 2012년도 실적에서 5.4% 삭감.
•일본 국내 연결 제로 에미션 유지.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는 2012년도 실적에서 18.2% 삭감.

•PRTR 대상 물질 취급량 원단위를 2013년도 실적으로 유지한다.
•VOC 배출량을 2014년도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에서 1% 삭감한다.
•해외 연결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를 2013년도 실적으로 유지한다.
•용수의 투입량을 2014년도 생산량에 대한 예측치에서 1% 삭감한다.
•일본 국내 연결 제로 에미션 유지.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를 2013년도 실적으로 유지한다.

•관계 부문과 연계하여 교토 시내의 5개 초등학교에서 환경 학습 수업 실시.

•CSR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층 더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을 갱신하고, 비사용 / 사용량 준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가이드라인 지정 물질의 비사용 / 사용량 준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입 사원 ~ 신임 관리직에 대한 계층별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법무 가이드북」을 활용, 2013년 4월 ~ 6월 로옴 및 일본 국내 생산회사에서 교육·계몽 활동 전개.
•사원을 대상으로「Legal e-러닝」을 통해 내부 규제 교육 실시.
•10월에 UNGC, I SO26000, EICC 행동규범을 바탕으로「로옴 그룹 행동 지침」개정 실시.
•10월「CSR 월간」에 로옴 그룹 해외 관계 회사를 포함한 전사에서
「로옴 그룹 행동 지침」의 교육 계몽 활동 실시.
•로옴 그룹 해외 관계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 툴을 개정하여, 각사에 전개.
•EICC 행동규범에 준거하여 자기 평가 툴의 내용을 보완하고 운용 개시.
•주요 협력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CSR 조달 방문 확인」개시.

•계층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원을 대상으로「Legal e-러닝」을 실시한다.
•CSR 월간에 컴플라이언스 계몽 할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법무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로옴 및 로옴 그룹 일본 국내 생산회사에서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013년에 개정한「Compliance Training Program」을 사용하여
해외 거점에서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계층별 연수를 통해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매니지먼트층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에 관한 세미나 실시.

•계층별 연수 등을 통해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013년 7월, I SO27001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취득.

•보안 레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I SO27001 (정보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을 갱신한다.

•CSR 조달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협력사에 배포.
•CSR 조달 자기 평가 툴을 EICC에 준거한 내용으로 재검토하여 운용 개시.
•99개사의 협력사가 참가한 CSR 조달 추진 설명회 개최.
•주요 협력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CSR 조달 방문 확인」개시.

•CSR 조달 자기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계열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실시한다.
•
「CSR 조달 방문 확인」을 그룹 회사에서도 실시한다.

•불량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의 수평 전개 실시.
•과거의 불량 분석과 함께 예방 조치를 포함한 개선 활동 추진.

•신제품의 설계 품질 향상과 품질 문제의 철저한 분석,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10월의 CSR 월간에 CSR 리더 (전부문장)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
CSV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사원에 대해 CSV를 주지시키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분쟁광물 조달에 대한 방침을 명기한 CSR 조달 가이드라인을 그룹 전사를 통해 모든 협력사에 배포.
•모든 협력사에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고객에게 회답하는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

•음악 문화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평가 기준 :

•CSR 조달 자기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계열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실시한다.
•CSR 조달 방문 확인을 그룹 회사에서도 실시한다.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사 내용을 세분화한다.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적시에 적절한 기부 및 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산관학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사원 참여형 제조 수업을 개시한다.

목표•계획 달성

목표•계획과 실적에 경미한 차이 발생

CSR
목표 계획과 실적

•본사 소재지인 교토의 교토시 교향악단 연주회 등 다양한 콘서트를 협찬.
•공익재단법인 로옴 뮤직 파운데이션의 사업 지원.
•교토 상가 F.C. 및 교토 학생제전의 스폰서 기업으로서 지역에 기여.
•로옴 시어터 교토 네이밍 라이트 취득을 통해 교토 회관의 재정비 지원.
•필리핀 태풍 피해에 대해 현지 자회사와 함께 기부금, 생활 물자 기증을 실시.
•사원 참여형 제조 수업 계획 작성
•로옴 기념관의 대학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대학에 대한 장학금 설립.
•Arigatobon 활동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지원.

경영 품질의 혁신

•10월을 CSR 월간으로 정하여, 활동을 개시.
•CSR 월간에 맞추어, 로옴 그룹 전사가 일제히 CSR 내부 감사 실시.
•CSR 총괄 내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모든 생산회사 20개사에서 완료.
•해외 생산회사 6개사에서 EICC 감사 실시.
•일본 국내 협력사 3개사를 대상으로 EICC 기준에 입각한 CSR 조달 방문 확인 실시.
•국내외 영업 개발 거점에서 CSR 연수 실시. (16개국 453명)
•CSR 리더 연수 (143명), 계층별 CSR 연수 (301명), 직장 CSR 연수 (156명),
관계 회사 CSR 연수 (224명) 실시.
•2013년 로옴 그룹 CSR 의식 조사를 통해 사원의 CSR 계몽 활동 실시.

2014년 목표 및 계획

목표•계획과 실적에 큰 차이 발생

회사 정보
회사 개요
상호
본사 소재지

회사 조직도
로옴 주식회사 / ROHM Co., Ltd.

사장
개발
연구 개발 본부
LS I 상품 전략 본부

설립연월일

1958년 9월 17일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Satoshi Sawamura

자본금

86,969백만엔 (2014년 3월 31일 현재)

매출액

연결 331,087백만엔 (2014년 3월기)

LS I 상품 개발 본부
생산
LS I 생산 본부
디스크리트 모듈 생산 본부
●

임원

생산 시스템 개발부
영업
일계 영업 본부

대표이사 사장
상무이사
이사

중국 아시아 영업 본부
●

미주 유럽 영업 본부
●

관리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 본부
경리 본부
관리 본부
외부 이사

감사

지적재산부
CSR실
품질 보증부
외부 감사

매출액

영업 이익

(백만엔)

사원수

(백만엔)

사업별 매출액

(명)

지역별 매출액

(백만엔)

지역별 사원수

(백만엔)

기타

유럽

모듈

반도체 소자

감사실

IC

(명)

일본

유럽

미국

미국

아시아

아시아

일본

※백만엔 이하에서 반올림

로옴 그룹 주요 거점
영업 거점

개발 거점

물류 기타 거점
●

생산 거점

주요 영업 거점

생산 거점

개발 거점

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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