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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슴에도 물결소리 있어
나의 가슴에도 또 하나 큰 바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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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의 기술로 10달러의 가치를 만들고
10달러를 100달러 가치로 쓰는 회사

2021년 2분기
에이피피 소식입니다

돌아보는 에이피피 문화

2016 년 G Fair 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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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아주대 멘토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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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피 NEWS

1층 체온계 기계교체
편리하고 신속한 비대면 출입 관리를 위한 체온계 교체
에이피피는 5월 3일 1층 현관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이나

문의 온도측정기를 기존 핸드

이마를 인식시키면 온도가 자동

형 체온계에서 스탠드형 체온계

측정이 되어 시간이 더 단축되 빠

로 신속하고 편리한 비대면 출

른 출입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

입 관리를 위해 교체 하였습니다.

고 또한 지나다니며 쉽게 체온을

기존 핸드형 체온계는 손으로 직

측정할 수 있어 수시로 체크 할

접 들고 버튼을 눌러 온도 체크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뒤 명부 작성을 해야 했다면,
교체한 스탠드형 체온계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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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전반 Process

TV, Mobile
차이점

수요 교육
[반도체 강의]

직원 케어 복지를 위한 경영지원
팀 소속 김혜원 선교사 입사
'코로나 블루'에 이어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우
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TFT

" 반도체 관련 업무 보강 위해 전문가 초빙 후 수요 교육 진행 "
에이피피는 2021년 5월 26일 수요

다. 강의 내용으로는 [OLED 전반

서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 및 심리 상담이나 면

교육 시간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반

Process와 TV, Mobile 차이점, TFT

담을 김혜원매니저와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진행

Plasma

도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2시

구조, Plasma 응용분야] 와 같습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응용분야

간정도의 강의를 반도체 관련 업

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구조

무에 보강이 되고자 진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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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피는 매주 수요일마다 근무시간 내 본사 3층 도

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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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L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 서버 이전 완료
에이피피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워

구성하였습니다. 4월까지는 스토리 구상부터 메인/서

드프레스 기반으로 반응형 다국어 홈페이지를 회사에

브페이지 1차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약 한달간 수정 및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홈페이

보수작업, 다국어 페이지 작업, 서버/도메인 이전 작업

지 이용을 위하여 리뉴얼 하였습니다.

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이트를 해외 지사에서도 활

블로그와 뉴스 형태의 정적인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품

용 할 수 있도록 4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

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에이피피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

남어]로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여 언어권을

한 정보 제공이 되며 생동감있게 구성하여 보기 쉽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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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카라 유니폼 '내셔널지오그래픽' 총
64장 제작 및 배부 완료
본사에서 5월 31일 국내 직원 및 해외 지사 직
원들에게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에서 유니
폼을 여름을 맞이하여 총 64장 주문하였습니
다. 한 사람당 2장씩 준비하였으며, 2021년 단
체복 기본 컬러는 블랙으로, 나머지 한 장은 '
블루/카키/핑크' 중 원하는 색상으로 골라 진행
하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직원들 포함 해외 직
원들에게도 유니폼이 전달되었습니다.

에이피피
직원들과 함께 여름 맞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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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호 에이피피 미션스토리
www.applas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