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유소년과 결혼하고 세 아o 198).5.23. 

I희e학P 의과e학(19)8 1984)

I희의료원서 인턴과 내과전공의 수료(1984 1988)

내과전문의(1988) 

해군군의관(1988 1991)

한국누A회 협동C사 C사e표 및 사무총장, (1989 1993, 200( 2008)

전문인선P훈련원 수료(1992)

e한 예수P 장로회 원동P회 파송선P사(1993)

사단법인 해외선P회 E척선P부 소속선P사(1993)

한국누A회 협력파송선P사(1993)

서울 I기지역 의료선P훈련원장 역임, (200( 2008)

한국 알바니아 건D법인 e표 현재 (199( )

E척선P부 알바니아 디렉터(1995 199), 2000 2002)

샬롬팀 팀장 역임(199) 2010)

샬롬클리닉 원장 현재(2000 )

알바니아선P사 연합회 실행이사 역임(,04) (2001 2004)

국제기독의사 및 치과의사회 실행이사 역임(1.2D,) (200( 2010)

의료선P협회 총무이사(2015.3  )

의료선P 새역자 운동 네트워크 제안)000 (2015.3  )

전문인선P훈련원 훈련1992 3. 

사단법인 해외선P회 선P사로 허입1992. 11. 

원동P회 파송 영국서 훈련1993. 3. , 

알바니아 입국 1993. 8.  

페친의 기쁨의 집 P회 E척 참여1994 

알바니아 국립e학병원 호흡기내과와 해부병리과에서 사역 시작1994. 9 

티s나 소망P회 E척 참여1995 

I희e학P 누A회 진료팀 방문1995 

한국 알바니아 건D법인 설립199(. 5.  

알바니아 내전으로 탈출199). 3.  

텍사스 휴스톤 서 연수 및 서울침례P회에서 목장199). 12, 2D ,n89rson .6n79r .9nt9r
과 A정P회 P육받a. 



알바니아 재입국1998. 9 

수도 티s나 외M에 r 구입1999 

영국선P사A 설립한 클리닉에서 원장으로 사역1999. 10. ,-. 

코소보 사태로 난민 진료1999. 3. 

샬롬센터 건축 시작2000.1. 

샬롬센터 및 샬롬클리닉 E원식 원동P회 d임 UI엽 목사님 방문2001. 3 , 

샬롬클리닉 진료 시작2001. 3 

셋째 아o 심준 n남2001. (. 21 

알바니아 선P사 연합회 실행이사로 피선2001. 10, 

샬롬P회 E척2002. 4  

전주 예수병원 단기팀 입국2002. 4 

e한민국 외P통상부 장관 표창장2002. 12. 31 

샬롬센터의 r과 건물 등기 마침2003 

I희e학P 의과e학 동문회 의황상 수상2004. 2. 21 

알바니아 e학P 캠퍼스 사역 시작200( 

한국누A회 사무총장 200(. 1.  

샬롬팀의 홈페이지 E설200( 

서울 I기지역 의료선P훈련원장200(. 9. ,

제 차 국제기독의사 및 치과의사회 참석 및 실행이사로 피선 200(. ). 13

I희e학P 누A회 치과팀 방문하여 치과유니트 설치200(. 9. 

제 회 한국미국 의료선Pe회 참석 로스앤젤레스200(. 11. 1   

세브t스 병원의 선P의 c에서 이슬람 선P 주제로 패널 토의 참석200(.11.28. 

샬롬클리닉과 의사면허등 갱신200). 11. 

원동P회 d임 정현민 목사님 방문200). 12 

제 차 의료선Pe회에서 학술분과위원장으로 섬U200). 9, 10

알바니아 치과의사o과 치과e학생o의 한국 치과 연수 2008. ). 

의료선Pe회 및 의료선P사e회2009. 9. 

샬롬P회 리더 발보나 자체의 신학P 입학2009. 9. 

치과선P사와 협력사역 2009. 9. 

미국 볼티모어 빌립보P회 의료팀 2009. 10. 

알바니아 참석2009. 10. 89nt6l 7ongr9ss 

알바니아 국립 치과e학서 치과 세미나 2009. 11. 

e한의사협회와 한미제약의 한미 자랑스런의사상 수상2009. 12. 1) 



알바니아 국립치e병원과 I희e학P 치과병원의 양해B서 체결 2010. 2.1 (235) 

샬롬팀을 샬롬 팀으로 분리 2010. 5 1,2,3

제 차 국제기독의사 및 치과의사회 정기 e회 참석 우루과이2010. ) 14   

알바니아 치과의사 페리데 슈컴비 e전의 원Oe학P 치e병원서 장기연수 시작 2010. 10. , 

언더우드선P상 수상2010. 11. 1 

알바니아 마더테레사 e학병원과 I희e학P 부속병원의 양해B서 체결2011. 4. 25 (235) 

알바니아 치과의사 로레나 카t자 익산의 원Oe학P 치e병원서 년 연수2011. 4. , 1

여름 알바니아 치e생 줄리아나 드리미쉬와 에비스 페르디아 명이 e전의 치과에 2011. 8.  2

서 E월 치과연수          1

알바니아 치과의사 일a 클로디안 쟈미s의 한국 치과 연수 E월2011  , , ,   3

부천 성모병원의 구D외과 P수 알바니아 구D외과 방문 및 P육2012. 1. , 

샬롬클리닉과 의사o 면허 갱신2012  

코소보 보사부 장관 면d하여 협력 추진2012. 4. 

동유럽 발칸반도 E국 치과e회 I희e학P 치과병원장 우이형 P수 및 전남e학  2012. 5. 10 , 
P치과전문e학원 윤숙자 P수 D사로 참석         

알바니아 국립 마더테레사 병원에 한국의 한미제약의 지원으로 c러의  2012. 5. 24 354,041 
약품 지원            

제 샬롬P회 E척 2012. 5. 2) 2 

알바니아 해부병리과 의사 레아르트A 서울 아산병원에서 해부병리 연수 2012.10. 

페리데 슈컴비 원Oe학P 치과e학 석사 취n후 알바니아로 출국2014. 2 

년 월에 연수왔g 치e생 줄리아나 드르미쉬A 예수를 믿a2014. ( 2011 8

제 샬롬P회에서 명이 세례를 받a2014. 9 2 9

의료선P협회 총무이사로 선출la 제 차 의료선Pe회 준비위원장 및 제 차2015. 3. 1 . 14 3

의료선P사e회 총무로 준비 시작하a. 

한국내 의료선P부흥을 위한 운동 네트워크 시작하a2015. 3. 19 )000 . 

전체 의료선P사 카톡방 시작하a 2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