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전도캠프와 RUTC 시대 4. 전도자의 삶과 집중 5. 237시대의 개막2. 핍박 속에서 다섯 기초 확립1.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

2000  -  강북노회에서 첫 전도캠프 실행

 -  제3차 세계렘넌트대회 미국LA에서 개최

 -  American University of California 인수 

  (현 Remnant University)

2001 - 새가족합숙훈련 실시

2002 -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로 개명

 - 총회신학교 (현 렘넌트신학연구원), 

  매곡리 캠퍼스 (현 덕평RUTC) 이전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선교빌딩에 입주

 - 제1차 북미주산업인대회 개최

2003 - 전도합숙훈련 실시, 20가지 전략 완성

 - 세계산업선교회 영산업인회 출범

 - 세계선교문화축제에 1만 7천명이 참석함

2004 - 세계렘넌트대회가 4천여 명 규모로 확장됨, 

  뮤지컬 언약의 여정이 초연됨

 -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출범

 - 세계선교대회를 위해 4600명이 12개국 14개 권역에서 

  전도캠프 진행

 - 렘넌트 기도수첩 출간

 - 미주렘넌트대회 개최로 대륙별, 국가별 렘넌트대회 시대가 열림

2005 - 제8차 세계렘넌트대회 일본나고야에서 개최

 - 대구에서 렘넌트인턴십 첫 기도스쿨 시작

 - 렘넌트공동체훈련장(RUTC) 건립을 위한 전국대회가 

  안산팔복교회(현 예전교회)에서 개최

2006 - RUTC시대 선언

 - 세계렘넌트대회, 1만여 명 규모로 성장

2007 - 세계렘넌트대회 타운집회 실시

 - Oneness Mission Club 발족

 - RUTC 방송국 개국

 - 제1호 영어선교학교(EMS) 개원

2008 - 영산업인회 주관으로 렘넌트인턴십 비전스쿨 시작

 -  중직자시대 선포, 중직자전도기획(도시락당회) 부산에서 시작

2009 - 중직자대학원 전국 30개 노회시찰별로 개원

 - 렘넌트글로벌스쿨(RGS) 개원

1992  -  다락방전도에 대한 교재 출간 시작

 -  팀 사역 메시지 선포

 -  목회자수양회 실시 (현 화요집회)

 -  제1기 전국 중고대청 하계수련회 실시

 -  제1기 다락방전도훈련원 목회자와 

  사명자를 위한 1차 합숙훈련 실시

1993  - 대구동광교회(현 마가다락방교회)에서 제1호 다락방 

  전도학교 설립, 이후 전국 200곳으로 급속히 확산 

 -  팀사역 합숙훈련 실시

1994 -  전도신학원 개원

 -  동남아에서 첫 해외전도집회 개최

 -  첫 해외선교사 파송 (싱가포르)

1995  - 70인 1차 합숙훈련 실시

 - 미션홈 메시지 선포

1996 -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발족

 - 전문사역 메시지 선포

 -  예장합동 제81회 총회, 다락방전도운동 이단 규정

 -  세계산업선교회 발족, 산업선교예배 시작

1997  - 선교사훈련원 개원

 - 제1차 세계선교대회 동삼제일교회(현 임마누엘교회)에서 

  개최 (선교사 17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총회 창립 (초대총회장 박지온 목사)

 - 지교회 메시지 선포

1998  - 제1차 세계산업인대회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

 - 제1차 세계렘넌트대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주제로 개최 

 - 서울연합집회에 1만 명이 회집함

 - 청소년미래지도자훈련원 개원 (현 RLS)

1999  - 총회신학연구원 개원 (현 렘넌트신학연구원)

 - 전도캠프 시대 선언, 전도캠프 사역시작

1975  - 류광수 전도사, 부산중앙교회에서 6개 초등학교 사역을 통해 

  다락방전도 개념 확립

1982  - 류광수 전도사, 평화교회에서 영접과 영적문제와의 관계를 확인

1984 -  류광수 목사, 동성교회에서 공단사역과 무속사역을 통해 

  불신자 상태 6가지 메시지 확립

1987  - 동삼제일교회(현 임마누엘교회) 설립, 

  류광수 목사 담임으로 부임

 - 동삼제일교회 평신도 전도학교 개교

1988 -  영도 전역으로 다락방 운동 확산, 찬양전도, 학교전도, 

  공단전도 실시

1991  -  전도기초훈련이 6기까지 실시되어 920명이 수료, 

  다락방 117개가 부산 전역으로 확산

 -  수영로교회 전도집회

 - 부산경남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도훈련 실시, 

  부산 내 타 교회 성도들이 일꾼으로 확립

 -  동삼제일교회에서 다락방 전도학교 개교

 - 13곳에서 선교관 운동을 펼침

 - 부산노회가 전도활동 중단을 요구함. 

  “여러분이 다 떠나더라도, 나 혼자라도 남아서 전도하겠다.”

  (류광수 목사)

 -  동삼제일교회 부산노회 탈퇴, 류광수 목사 제명 및 면직

 - 다락방전도훈련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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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전도자의 삶’ 메시지 선포

 -  전도전문훈련 실시

2011  - RUTC 방송, 해외 방송국과 협약 맺고 복음메시지 송출 시작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로 영입 

 - 세계산업선교회 전문별모임 시작

 - 국내 5지역에서 매월 렘넌트데이 시작

2012  - 중직자대학원 300개 개교회별 시스템으로 개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공개청문회를  

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성 없음을 확인함

2013  - 1만교회 운동 위한 지역별 전도전문집중훈련집회 실시

 - 개교회 맞춤 집중훈련 시작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회 다락방전도운동 이단성없음 

결의

 - 해외선교방송, 43개국 183지역으로 확산

 -  산업선교회와 렘넌트총국이 연합해 렘넌트데이에서 전문별

인턴십 시작

2014  - 집중전도신학원 개원

 - 비밀결사대, 렘넌트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운동 시작

2015  - 무슬림국가 포함 해외RUTC 다수 설립

2016  - 다민족 제자훈련시스템 본격화

 -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전도집회, 바누아투공영방송을 통한  

생중계, 바누아투국립혜륜유치원 완공식

 -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출범

2017  - 제2RUTC시대, 7분야 현장 메시지 선포

 - 나기연, 감사힐링봉사단, RUTC미션위원회 등 7현장 사역시작

 - EMS, 바누아투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

 - 전도자의 삶 62가지 메시지 정리

 - 제1회 중직자대회 덕평RUTC에서 개최

2018  -  제3RUTC시대, 치유전문집중학교· 서밋전문집중학교 시대 

선포

  -  세계렘넌트대회, 바누아투공화국 모세 오벳 탈리스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만 명 규모로 개최, 언약의여정 CVDIP 

메시지 선포

 -  사단법인 서밋 237 출범, 서울대빗물연구소와 협력하여  

바누아투에 빗물식수화시설 설치

 - 류광수 목사, 한기총 전도특별대상 수상

 - 제1회 OMC 장학생 수련회 개최

 - RU본교 LA로 이전하며 다민족제자사역 본격화

2019  -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237센터 준비

 -  오세아니아(바누아투) 전도집회와 남태평양 평화기념식,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세미나가 열림

 - RU 및 RTS 전문인 중직자 신학훈련 시작

 - 237훈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