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CF 신임회장(예정) 소리아노 장군과 3 PSO 위원장들과의 대화
2022. 6. 27.
보고자: 선교실장 이장송

1. 일시: 2022. 6. 23.(목) ~ 6. 24. (금)
 *6. 23.(목): 09:00 ~ 17:00
   6. 24.(금): 09:00 ~ 12:00
2. 장소: 해군중앙교회 장로회의실
3. 참석자
 (1) 소장(예) Essel Soriano, AMCF 차기회장

(2) 대령(예) Philip Exner, ACCTS 위원장
(3) 소장(예) Roddy Porter, MMI 위원장
(4) 소장(예) 박 남 필, MSO 위원장
(5) 대령(예) 정 봉 대, MSO 사무총장
(6) 대령(예) 이 장 송, MSO 선교실장 (통역)

4. 목적: 
(1) AMCF 신임회장과 3 PSO 위원장들과의 상견례 및 관계발전
(2) AMCF 신임회장에게 AMCF 및 3 PSO의 현황 브리핑
(3) AMCF 현안 업무 토의: AMCF 회장 이취임식, 브라질 세계대회 준비 상황

5. 진행
(1) 상견례: 23일 09:00~10:00

*3 PSO 위원장들의 자기소개
*Soriano 장군 자기소개
 필리핀 국군사관학교 졸업, 최초 공군조종사 희망, 비선되어 육군 기갑장교로 임관, 

초급장교때 미국 Fort Knox 기갑학교 5개월 수료. 미국유학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됨, 귀국 
후 성경공부 등 열심히 참석/주도, 릴리핀 쿠테타 시 쿠테타 반대 세력에 합류, 감옥 생활을 
함. 이 기간 중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열심, 대위 시절 필리핀 MCF 총무를 역임, 기갑사
단의 부사단장을 거쳐 장군진급 후 국방부 근무. 전역 후 MCF 조직 확대 등에 열심, 동남아
시아 VP 선임, AMCF 회장 선임. 부인 사업, 본인이 AMCF 회장에 선임된지 모르고 있다 함.

(2) AMCF 소개: ACCTS 위원장, Philip Exner 대령
(a) AMCF의 역사, 임무 및 목표, 조직, 성격 
(b) 운용방식 (6대 활동 중심), 
(c ) 3 PSO의 AMCF 지원 프로그램 소개
*첨부: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s (AMCF)”

(3) ACCTS 소개: ACCTS 위원장, Philip Exner 대령
(a) ACCTS의 역사, 임무, 가치 
(b) 군기독지도자와 MCF의 개발
    *ACCTS는 전통적으로 관련 VP들 (미주 VP들)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몇 년 전부터 지원을 시작 (Central American VP 등)
(c) ACCTS의 군선교사역 



(d) ACCTS 임역원 소개
(e) ACCTS 미래 전략 계획의 발전
*첨부: “The Association for Christian Conferences Teaching and Service     

                (ACCTS)”
(4) MMI 소개: MMI 위원장 Roddy Porter 소장

(a) 임무, 비젼, 기도생활, 임직원
(b) 지역사역, 협력사역기관, 
(c) Outreach 프로그램 (방문교육 포함)
(d) COVID-19의 영향
*첨부: “Military Ministries International”

(5) MSO 소개: MSO 선교실장 이장송 대령
(a) 임무, 목표, 역사
(b) 편성
(c) 협력 및 지원 사역
(d) MCF 지도자 개발 사역
(e) 세계선교사역 추진방향
*첨부: “Current Status of the MSO’s World Missionary Ministries”

(6) 추가 토의: ACCTS 위원장 사회
(a) World Conference 2024 및 5년주기 P&P Update
(b) 새로운 군선교사역환경이 AMCF에 미치는 영향
(c ) 3 PSO 간 협력사업에 대한 토의
(d) AMCF 회장 이취임식
(e) 행정적 문제들 (AMCF 회장의 경비지원 (3 PSOs), AMCF 핸드북 사인 변경 등)
(f) 전 ACCTS 위원장들의 새 회장에 대한 조언
*브라질 세계대회 일정은 브라질 선거 및 공휴일을 고려 24년 10월~11월, 
*대회 5일+QC 2일 (동일 장소)
*약 1,500명 참가예상 (MCF 회장 및 후계자 400, 브라질 MCF 800, VP/PSO 임원: 

100, 운영요원 200)
*MCF 회장들 및 VP들에게 경비를 위한 저축 계속 강조
*2022년 후반기 또는 2023년 초 3 PSO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대면 P&P
*AMCF 리더들 (VP 후보, 국가 MCF 회장 후보) 양성을 위한 AMCF Interaction 

       실시에 대한 3 PSO 협력 
*범세계적 군기도교윤리 교육의 발전 및 실시를 위한 3 PSO 협력
*AMCF 신구임 회장 이취임식 준비

(1) 2022년 10월 2일
(2) 이필섭 회장님: 이임 회장과의 추억 (영상)
(3) MSO: 기도
(4) 4~5명 VP 참석 예상 (미주 VP들 중심)

*첨부: “Additional Discussion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