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사 품질 개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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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_M_1001_J_01*1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2 RPS：ROHM PRODUCTION SYSTEM *3 CWC：Check at first, Work & Check

   

QC 서클 활동

외부품질규격취득

품질관리도입

1958년
㈜ 동양 전구
제작소 설립

1971년
일본기업최초
실리콘밸리진출

1966년
기업목적 · 경영 기본 방침 제정
「항상 품질을 제일로 한다」

1981년
로옴㈜로사명변경

1983년
주식상장

2008년
창립 50주년

새로운브랜드마크로변경

새로운그룹회사

2008년 라피스세미컨덕터

2009년 Kionix
2009년 SiCrystal

1965년~
품질관리도입

1966년~
QC 서클 활동 개시

1968년
사외 QC 서클 대회 참가

TPM*1 도입
(설비 보전 강화)

ISO9001 취득
(해당 모든 관계 회사 취득 완료)

1996년~
RPS*2 활동 추진
(물류 정비)

1997년~

1998년~
유출 방지 · 원류 대책
・외관 검사기 개발, 도입
・자가 진단 기능 탑재 설비 개발

2002년~
차원이다른품질확립
・클레임 당일 대응
・Work & Check
・4M 조건 고정화
・불량 관리 도입

수평 전개 시스템의 재구축
DR 체제의 개선 · 강화
CWC*3의 확립

2008년~
해외 공장 총점검
・과거 트러블 총점검
・PDCA 재검증

2010년~

2012년~

2013년~
전체 품질 체제 개선
・품질의 독립성 추진 (품질 보증실 설치)
・수평 전개 강화
・Lesson & Learn 강화
품질 위원회 설립

탄소 피막 고정
저항기 개발 · 판매

전사 품질 개선 추진
・전 세계에 QA 센터 설치
・품질 감도 향상
「평소와 다름은 이상」
・가공점 관리 도입
・No 불량! 제품 개발

1966년～ 1987년～

일본국내
공장망확대

해외에제조회사차례로설립
생산능력강화 2016년

로옴시어터교토
오픈

1991년
재단법인로옴뮤직파운데이션설립

1999년~
설비 총점검
설계 시스템 재정비
표준서 재점검 2006년~

FTA에 의한 원인 규명 추진

설비 · 표준서 재점검
・설비 복원 / 버전 관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준서

2001년~

1985년~

1994년~

2000년~

IATF16949 취득
(해당 모든 관계
회사 취득 완료)

2005년~

2004년~

ISO14001 취득 (해당 모든 관계 회사 취득 완료)
QS9000 취득→현재 ISO / TS16949로이행

(해당 모든 관계 회사 취득 완료)

1996년~

1966년~
사내표준화위원회
발족

기업 목적, 경영 기본 방침,
품질 관리 기본 방침,
교육 훈련 기본 목표,
교육 훈련 기본 방침 제정

1966년~
품질제일의기업목적
제정

2015년~

2016년~

2018년~

ROHM Advanced 
Knowledge
Data Assist System
RAKDAS

Zero-Defect 지향 제조 활동
・생산 공장의 「현장력 강화」 추진
・전사 품질 매니지먼트 체제 강화

1968년

1968년

킨키 지부 대회에서 금상 수상

킨키 지부 간사회사로 추천

해외 공장 QA 기능화 촉진
조달 부재의 품질 보증 강화

품질 보증 체제 개선
・전사 최적화를 통한 초동 대응 향상
・본사 QA의 기능 강화

미연방지형업무추진
클레임 정보의 전사 공유
시스템구축

품질 감사 위원회 설치
・품질 시스템 재정비
・수평 전개 강화

2007년~
FMEA에의한관리총점검
HR 제품의 구축 개선
본사 QC 활동점검

2019년~
필리핀해석센터설립

2021년~

2024년~

모든 품질 정보의 활용 체제 추진
・품질 데이터 분석의 활성화
・Knowledge Database 구축 추진

■플렉시블라인개발
・고품질 / 성인화 / 다품종

■모노즈쿠리이노베이션
센터준공예정
・로옴개발기술의거점
・기술의결집

■로옴그룹수평조직강화
・웨이퍼공정, 조립공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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