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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들 피어난다
무슨 일 꾸몄을까?

하나도 빠짐없이
친구들도 불러와

스타가
되어 있지요

빨강노랑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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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사장 방문 및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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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에이피피 동탄 본사에서 제 13기 박혜선 인턴과 윤태현 

인턴이 한 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에이피피의 교육 및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 과정은 이번이 13회째로 인턴들이 자주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며 멘토링을 통하여 인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얻어가며, 기업은 인턴 발표를 통하여 연구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서로 소중한 인연이 되는 프로그램입

니다.

제13기 인턴 한달
회사 생활

첫째날은 각 부서의 OT 및 대표님과의 면담으로 시작해 플라즈

마 연구, 공정, 미팅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혜

선 인턴은 열화를 통한 플라즈마 처리로 표면의 복원에 대한 보고

서를 발표하였고, 윤태현 인턴은 조건에 따른 Plasma stability와 

hydrophilization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13기 인턴 학생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앞으로 더 힘차게 전

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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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첫 달 궤도 탐사위성 다누리
   발사 및 첫 교신 성공

•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  공휴일 유급휴가 의무화 적용

•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 세계 금리 인상

•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서비스종료

• ArP Series

(Head/Power/Cable/MFC)

• 대학생 인턴 상/하반기 수료

• 지파운데이션 후원 센터 추가

• 매주 수요일 김혜원 매니저 본사에서
  7개월간 직원 상담 및 카운슬러

• 개정된 가족돌봄시간단축제도 시행

• 이형우지사장 한국 본사방문 및 소통

국내이슈 세계이슈 APP이슈2022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VEM 2022에 에이피피 

베트남 지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현지 파트너 Vijases와 함께 APP

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였으며, 에어플라즈마 펜젯을 전시 주요 

상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이피피 베트남 지사
하노이 VME 2022 참가 올해 간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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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의 미션과 경영방침, 코어밸류등은

신앙경영의 핵심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앙으로 경영하는 것은 주변의 경영흐름에 역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놓아서는 안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내가 가치있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어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있어야 합니다.

신앙경영은 이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고 고민합니다.

-APP 강방권 대표 사내 공지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