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AIIS 시드니 운영위원회 회의록(결과)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후 2시~11일(토) 오전 10시 30분(2회의 정회와 속개 포함)
장소: 호주 시드니 YWAM 318 베이스
참석자: 김의원, 김영옥, 김연수, 장완익, 변옥선, 강성철, 지덕진, 방창원, 이은희, 김희락, 문
시온, 김동규, 이승향, 홍운표, 안오순, 박광옥, 우예덕, 김수길, 오세관, 김다니엘, 이교성, 김
경자, 신현수, 김상엽, 문성환, 이철우, 김문경, 김낙근, 하태식, 유승도/30명

1. 김의원 총장이 사회자로서 개회 선언 후, 이철우 선교사가 기도하다.
2. 사회자가 회의 내용 기록을 위해 방창원 선교사를 자벽하다.
3. 김연수 학사 부총장의 AIIS 커리큘럼과 학위(안) 및 AIIS 커리큘럼 개발의 방향성 유인물
보고와 이철우 선교사의 제안을 박수로 받다.
4. 모범 학교의 운영 사례로 AMAS(김희락), GMU(김다니엘), AIIS SA(강성철) 보고를 박수로
받다.
5. 아태아(ATEA)와 에이스(AIIS)에 대한 정체성 확인을 위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 후, 전
체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 정리하다. 아태아는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의 인준기관이

며, 에이스는 각 지역의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은 지역 대학원이다.
이 두 단체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하되, 행정적 실체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의 세
부 작업을 위해 김낙근(위원장), 이철우, 김희락 3인을 연구위원으로 선임하다.
6. 각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은 아태아로부터 인준된 과정에 대해 학위를 수여하며, 그 이상의
학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대학원 산하 신/성경학교와 훈련원이 연합하여 필요한 과정을
준비 후, 아태아의 인준을 얻어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기로 하다.
7. 에이스는 해당 지역의 패컬티,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는 모바일 지역 대학원임과
동시에 해당 지역 신/성경학교와 훈련원 컨소시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는다. 아울러 행정본부를 중심으로, 타 지역 대학원들과 수평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
다.
8. 아태아 회원 학교와 단체는 에이스 각 지역 대학원이 구성되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하며, 에이스 각 지역 대학원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커리큘
럼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확인하다.
9. 에이스 패컬티,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매년 자신학(自神學)이나 지역학 혹은 사역에 관련
된 소논문 한편 이상을 제출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멘토-멘토리 관
계를 구성하기로 하다.
10. 한국 선교사의 선교사역 자료, 선교와 지역에 관한 자료는 아태아/에이스 한국사무소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정리하여, 모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정회)

11. 사회자가 속개 선언 후, 신현수 목사가 기도하다.
12. 장완익 행정 부총장이 <제13회 ATEA 총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13. 장완익 행정 부총장이 유인물로 행정보고 및 예산 포함된 재정보고를 하자,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14. 김문경 위원이 여성위원회 구성을 동의하고, 김상엽 회원이 제청함으로 여성위원회가 구
성되다.
15.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위해 김상엽(위원장), 김낙근, 이철우, 문성환 4인을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결과를 내년 모임 시 발표하도록 하다.
16. 아태아 저널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김연수-위원장, 장완익, 홍운표)를 구성하며, 지속적
인 출판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다.
17. 다음 운영위원회를 2018년 1월 29일(월) ~ 2월 1일(목), 중국 곤명시에서 갖기로 하며,
이의 준비 위해 준비위원회(김희락-위원장, 김수길, 하태식, 오세관, 장완익, 김연수-프로
그램 위원)를 구성하다.
18. 차세대지도력개발연구위원회(김낙근-위원장, 김다니엘, 김상엽, 유승동, 문성환, 김동규,
최인봉, 이종현)를 구성하며, 그 결과를 내년 모임 시 발표하도록 하다.
19. 아태아 인준위원회에서 채택한 GBC(대표: 김다니엘)의 B.Th.,M.A.,M.Div.과정과 MTS(대
표: 오세관)의 B.Th.과정에 대해 각각 아태아 인준패와 인준증서를 수여하다. (정회)
20. 사회자가 속개 선언 후, 김상엽 선교사가 기도하다.
21. AIIS 정관, 학칙과 지역대학원 시행세칙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다.
22. 김연수 학사 부총장이 초안한 <2017 AIIS 시드니 결의문>을 별첨과 같이 채택하다.
23. 상기 각 위원회 대표가 참석하는 소그룹 컨설테이션을 2017년 4월 4일(화) ~ 6(목), 홍콩
에서 갖기로 하다(윤형중 선교사의 초청에 의해).
24. 내년 모임에는 해당 지역의 학교/단체 대표 및 사역자를 1명 이상 초청하기로 하다.
25. 사회자가 제시한 기도제목을 따라 합심 기도 후, 오세관 선교사가 기도함으로 마치다.

기록자 방창원, 김연수, 장완익
확인자 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