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이피피 본사에 행운이 활짝

· 에이피피 인턴 12번째 이야기

· 소소한 16th bir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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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행운이
활ㅡ짝

실내에 기르면 공기 질 개선에 천연 가

습 효과도 준다고 알려진 관엽류 중 많

이 쓰는 식물인 행운목이 있습니다. 약 

10년에 한 번 최적의 환경이 주어질 때

만 불규칙한 주기로 꽃망울을 터뜨려, 

꽃을 보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

는 속설이 있는데 식물 잘 아시는 분들

은 행운목에 꽃이 피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만큼 꽃피우기가 쉽

지 않은데 에이피피 사내에서 자주 피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 미션스토

리에 담았습니다. 이번 해에 행운이 활

짝 핀 행운목 꽃을 감상하고 행운도 듬

뿍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향기는 라일

락향과 비슷한데 코를 찌를 정도로 강렬

하여 에이피피 본사 3층에서 진한 꽃향

기가 난다면 행운목에 꽃이 피었는지 확

인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Copyright ⓒ 2022 by 에이피피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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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기 인턴 인터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직원 

수요 미팅에 같이 참여하며 소통하는 시

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주에는 한 달 동안 

관심 가진 공정 실험을 정리하여 발표하

는 시간을 가지며 인턴 시간을 마무리하

였습니다. 에이피피와 2022년 추운 겨

울 상반기에 함께했던 밝았던 

12기 인턴 사원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피피는 

열정 가득한 인턴 분들을 응원하

겠습니다!

에이피피 인턴

12번째 이야기
2022년 1월, 제 12기 인턴의 한 달 기간

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술 연구소 부서

의 매니지먼트로 부품 공정 처리 및 업체 

미팅 참여로 취업 전 고객事 분들이 원하

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며 실험 설계를 체

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 학

생들은 반도체 위주의 강의를 들으며 공

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고, 선배들의 에이피피 링크 인

턴 추천 조언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 한 달 기간 동안 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었고, 모든 직원들

이 반갑고 웃는 얼굴로 맞아주어 행복한 

회사 생활을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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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피
16살은
소소하게

YEARS

매년 2월 23일은 에이피피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

로 행사 일정을 가지지 않고  매주 진행

하던 수요 교육과 함께 조용하게 외근 직

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 아침 미팅을 했습

니다.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자 기업에

서는 떡과 타월 세트를 준비하여 미팅 끝

나고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간소하

게 보냈지만 뜻깊은 창립기념일을 축하

하며 에이피피의 2022년에도 같은 방향

으로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에이피피 16주년 축하합니다

에이피피는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 비상분을 

구비 및 전 직원에게 한 개씩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발열 및 감기 증상이 보이는 직원

에게 자가 키트 검사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이상 있을 시 

바로  PCR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사

무실 및 회의실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안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만난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