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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과� 동원회

1)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개설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의학적 이용은 1911년 

George C. de Hevesy가 영국에서 비공식적으

로 Radium D(210Pb)를 추적자로 사용한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Hevesy는 Freiburg 대학에서 

1923년에는 식물, 1924년에는 토끼에 각각 방

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

행하여 1943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그러나 

임상핵의학의 출발은 Herman L. Blumgart를 

기원으로 삼는데, Blumgart는 1925년 미국 보

스턴의 Thorndike Memorial Laboratory에서 

Radium C(214Bi)를 이용하여 사람의 순환시간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1946년에는 미국 원

자력위원회가 동위원소의 핵의학적 사용을 정

식으로 허가하였고 이후 1953년까지 일본, 인

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39개

국이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의학적 사용을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과 전쟁 등의 영향으로 

약간 늦은 1950년대 말부터 방사성동위원소

의 이용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58년 3월 원

자력법이 제정되고, 10월 대통령령으로 원자력

원 직제가 공포되어 1959년 원자력원이 개원됨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

자력 이용에 관한 모든 준비체제를 갖추게 되

었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임상핵의

학에 이용한 효시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이

문호 교수이다. 이문호 교수는 전임강사로 재

직 중 독일로 건너가 1954년부터 1957년까지 

Freiburg 대학 Heilmeyer 교수 지도 하에 한국

인 최초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연

구(59Fe를 이용한 혈액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1957년 11월 귀국한 이문호 교수는 1959년 8

월 미국 Abbott에서 수입한 방사성옥소(131I)를 

이용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 갑상선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를 우리나

라 최초로 시작하였다. 시작 당시 이문호 교수

는 젊은 조교수로서, 도울 수 있는 조수는 전공

의 1년차 고창순 한 사람뿐이었고, 장비도 처음 

시작 때는 생리학교실 것을 빌려서 사용해야 했

다. 이문호 교수는 1959년부터 원자력원의 원

자력연구진흥 연구비를 수혜 받아서 이러한 연

구를 시작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의 기초의학적 이용은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핵의학적으로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총량

(이문호. ‘한국의 핵의학’. 한국의 과학 1982;14(1):3-

12).

1962년과 1968년 의료용으로 사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의 구성(이문호. ‘한국의 핵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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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핵의학적으로 사용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총량

(이문호. ‘한국의 핵의학’. 한국의 과학 1982;14(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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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을 효시로 볼 수 있

다. 생리학교실에는 1957년 당시 남기용 주임

교수와 이상돈 조교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을 

다녀오면서 가져온 우물형 섬광계수기 등이 갖

추어져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개에서 51Cr과 

59Fe를 이용한 적혈구 수명과 동태 연구, 14C을 

이용한 탄수화물 대사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보다 조금 늦은 1960년 3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귀국한 대구 동산병원 내과 도상희 

과장도 갑상선질환에서 방사성옥소의 이용을 

독자적으로 시작하였다.

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개설

1959년부터 시작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

적 이용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960년 5월 30

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Radioisotope 

clinic)이 개설되고 초대 실장으로 이문호 교

수가 임명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설

립 목적으로는 첫째,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

1957년 1월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방사성철을 이용해 진

행한 이문호 교수의 박사학위 연구(‘Tierexperimentelle 

und Klinische Un tersuchungen uber den 

intermediaren Eisen stoffwechsel.)를 게재한 논문. 

(서울의대학술지 1959;8)

서울의대학술지 논문의 그림 1. 55Fe와 59Fe가 130일에 걸

쳐 적혈구에   함입되는 동물실험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및 생리학교실의 원자력원 원자력연구진흥 연구비 수혜

연도 연구주제 책임자 금액(원)

1959 방사선 장애의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문호 50,000

1959 개 심장의 C14-glucose 대사에 관한 연구 남기용 50,000

1960 빈혈성 질환이 Fe59로 표지된 철중간대사에 관한 연구 이문호 50,000

1960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간흡충증 환자의 간장대사에 관한 연구 한심석 50,000

1960
Theory and measurement of the life span of red blood cell by 

means of glycine-2-C14
남기용 70,000

1960 갑상선 종양에 관한 연구 (위탁) 나세진* 800,000

*.  나세진 학장 명의로 받았으나 실제 연구책임은 이문호 교수가 담당하였고 이것이 논문(대한내

과학회지 1961;4:29)에 명기되어 있음

(원자력청 10년사)

책임자 금액(원)

이문호 50,000

남기용 50,000

이문호 50,000

한심석 50,000

남기용 70,000

나세진* 800,000

(원자력청 10년사)

P
a
rt 2
 / 시

기
별
 주
요
 활
동

67 제 2장 시기별 주요활동



여 각종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며, 둘째 

이를 학문의 연구에도 활용하며, 셋째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특히 의학적 이용에 관한 인류

의 노력을 실천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실제 출

발 당시의 진료실과 연구실은 보잘 것 없는 구 

연구동 1층(지금의 어린이병원 자리)을 차지하

였으나 당시 권위적인 의과대학 분위기에서 조

교수가 실장에 임용된 혁신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문호 교수는 이에 대해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흐뭇해하였다.

개소와 더불어, 내과 출신으로 약리학교실에

서 논문연구 중이던 이장규와 약리학교실 강수

상 조교, 1959년 3월에 내과 전공의로 시작한 

고창순 등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려는 열정

으로 참여하였다. 이어 산부인과 대학원생 서

병준, 한일병원 내과 김석근, 기생충학교실 한

형주 등이 학위논문연구를 위하여 참가하였다. 

당시 이문호 교수와 함께 젊은 고창순 등의 밤

낮 없는 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은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로 이름 났으며 후일 ‘박사

공장’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문호 교수와 고창순 전공의가 동위원소 이

용을 시작할 때는 장비, 인력, 지원 등이 모두 

부족한 때였으나 이후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의 개설 및 안정화에는 원자력원(1967년 원

자력청으로 개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지원

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1959년 9월 원자

력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을 위하여 

IAEA에 이동실험실(Mobile Laboratory) 지원

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60년 3월 25일 이동

실험실이 부산에 도착하였다. 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동하여 4월 11일부터 1주일간 

실습담당강사(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4월 

18일 처음으로 4주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

육에서는 차내에 탑재된 GM계수기, 서베이미

터, 신틸레이션카운터, 디텍터, UV 스펙트로미

터 등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과 이

의 이용에 관한 기초훈련, 즉, 베타선 계측과 감

마선 계측에 관한 기초적 내용을 강습하였다. 

이 과정은 원자력원이 주관하였으며 서울, 부

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대학교수요원 등을 대

상으로 4주간의 과정으로 6회에 걸쳐 선진인력

을 양성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성

1961년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이끌던 이문호 조교수(의

사가운). 서울의대 나세진 학장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이 자리 잡았던 구임상연구동 건물 

(1970년대 후반 촬영)

고창순 등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려는 열정

으로 참여하였다. 이어 산부인과 대학원생 서

병준, 한일병원 내과 김석근, 기생충학교실 한

형주 등이 학위논문연구를 위하여 참가하였다. 

당시 이문호 교수와 함께 젊은 고창순 등의 밤

낮 없는 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은 

꺼지지 않는 연구실’로 이름 났으며 후일 

공장’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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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이용 강습회였다. 이동실험실은 전국

적으로 이 분야 최신지견과 방법론을 전파한 획

기적인 일이었으며 의학계에서는 본 교육을 받

은 고창순이 유일한 첫 수강 참여자였다. 이후 

그는 당시 전공의였음에도, 이문호 교수와 함

께 또는 추천에 따라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 강

의와 실습지도를 담당하였다. 

1961년에는 미국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원, 

서울대학교농과대학,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경북대학교의과대학, 전

남대학교의과대학 등 6개 기관에 총 $108,000 상

당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이 중 서울대학교의과

대학에는 $15,877의 지원액으로 Tracerlab의 스

캐너, 신틸레이션카운터, 스펙트로메터, 서베이

미터 등의 기기가 지원되어 ‘방사성동위원소진

료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문호 교수에 의해 임상이용이 활성화된 초

기에 사용한 방사성동위원소는 주로 연구에 

59Fe (진료실 개설 이후 사용), 연구와 진단치

료에 131I (개설 이전부터 사용)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이문호 교수가 독일에서 도입한 59Fe 혈

액질환 연구, 내과 전공의 고창순의 갑상선기

능 연구, 그리고 치료를 포함한 임상응용으로 

확대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개설은 우리나라에

서 현대적 갑상선학과 철동태 등의 임상혈액학 

1960년 이동실험실.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이동실험실 취급훈련 개강식(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Tracerlab의 섬광계수기

1960년 이동실험실 내부

이문호 교수에 의해 임상이용이 활성화된 초

기에 사용한 방사성동위원소는 주로 연구에 

Fe (진료실 개설 이후 사용), 연구와 진단치

I (개설 이전부터 사용)이었다. 이를 바

탕으로 이문호 교수가 독일에서 도입한 59Fe 혈

액질환 연구, 내과 전공의 고창순의 갑상선기

능 연구, 그리고 치료를 포함한 임상응용으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개설은 우리나라에

서 현대적 갑상선학과 철동태 등의 임상혈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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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시작되었다는 큰 의미를 가지며 이후 다

양한 연구 및 진료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이 확

산되었다.

나. 대한핵의학회 창립 

이문호교수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 참여

한 멤버가 주축이 되어 1961년 11월 대한핵의

학회가 발기되어, 같은 해 12월 28일 서울대학

교의과대학에서 43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제정하였다. 

초대회장에 이문호, 부회장에 황기석을 선출하

였고, 당시 전체 회원은 70명이었다. 이문호 교

수는 1976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고, 후에 고

창순 교수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제1대 이

사장으로 기여하였다. 미국핵의학회는 1954년 

창립되어 1960년부터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

하였으나 일본핵의학회가 1964년에 시작한 것

을 고려할 때 대한핵의학회의 창립은 매우 앞

선 것이었다.

대한핵의학회가 창립되고 1962년 11월부터 

매년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1966년부터는 

핵의학 학술대회와 집담회가 분리되었고 1967

년에는 핵의학 집담회가 매년 2회 이상으로 늘

었으며, 1967년 대한핵의학회잡지를 창간하게 

되었다. 대한핵의학회지는 이때 연 2회 발행하

였다. 

1962년 이문호 교수실에서 고창순 전공의. 동위원소진료실의 고창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문호.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관하여’ 최신의학. 1962)

나. 대한핵의학회 창립 

이문호교수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 참여

한 멤버가 주축이 되어 1961년 11월 대한핵의

학회가 발기되어, 같은 해 12월 28일 서울대학

교의과대학에서 43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제정하였다. 

초대회장에 이문호, 부회장에 황기석을 선출하

였고, 당시 전체 회원은 70명이었다. 이문호 교

수는 1976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고, 후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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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0년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활동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

한 전공의 고창순은 이성호, 이문호 교수를 지

도교수로 하여 1962년에 석사학위를, 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재직 중이던 1966년 박사학

위를 받았다. 방사선의학연구소 재직 기간인 

1964년부터 1969년 사이에도 서울대학교의과

대학 내과 외래부교수로서 방사성동위원소진

료실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이 시절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연구와 

임상진료에 정진한 사람들은 신규식, 서병준, 

김석근, 강수상, 김주환(이상 1963년 박사학위 

수여), 이장규(전 원자력병원장), 오인혁, 박경

호, 김준동(이상 1964년 박사학위 수여), 김은

배, 조환구, 도상탁, 김성심, 조태룡, 최영, 전택

준, 김진화, 김대영(이상 1965년 박사학위 수

여), 고창순, 현원, 김재영, 정세우, 정원영, 김

우영, 한만청(전 서울대병원장, 방사선과)(이상 

1966년 박사학위 수여), 이창란, 이종구, 강태

중, 김용복, 김동집(전 가톨릭의대 교수, 후일 

우리나라 골수이식 선구자), 김공근, 신수룡, 신

옥하, 김용규(전 원자력병원 외과장)(이상 1967

년 박사학위 수여), 노재성, 이필웅, 이재웅, 홍

창기(전 서울아산병원 원장)(이상 1969년 박사

학위 수여), 박길용, 안수벽, 최근출, 윤조은, 정

경태(이상 1970년 박사학위 수여) 등이다.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진료는 갑상선에서 

출발하여 여러 질환으로 확대되었으며 진료량

은 꾸준히 증가하여 1960년대 10년 동안 10배 

가량 성장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은 1961년 대한핵의학

회 발족 후에는 매년 학술집담회를 주도하며 동

위원소를 이용한 연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

다. 또한, 국제 협력에도 노력하여 이문호 교수

가 1965년 태국 방콕의 핵의학연구회에 참석

하였고 1966년 10월 18~22일에는 미국원자력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Born, Marcial, Wagner, 

Ter-Pogossian, Bruner 박사 등 구미 핵의학자

와 Nagai, Iio 교수 등 일본 핵의학자를 초청

하여 우리나라 핵의학 최초의 국제학술회의인 

International Nuclear Medicine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문호 교수는 국제혈액학측

정치표준화위원회 패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갑상선학, 혈액학, 종양학 등에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연구 업적에 관하

1963년 내과의국의 행사 후 이문호교수와 의국원들. 둘째

줄 가운데가 전공의 4년차 고창순.

1960년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진료건수

       Year
Scan

1962 1966 1970

Thyroid 286(100) 449(63) 776(42)

Liver 38(5) 694(38)

Lung - 17(1)

Kidney 168(24) 227(12)

Brain 5(1) 47(3)

Heart - -

Bone - -

Total 286 708 1837

하였고 1966년 10월 18~22일에는 미국원자력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Born, Marcial, Wagner, 

Ter-Pogossian, Bruner 박사 등 구미 핵의학자

와 Nagai, Iio 교수 등 일본 핵의학자를 초청

하여 우리나라 핵의학 최초의 국제학술회의인 

International Nuclear Medicine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문호 교수는 국제혈액학측

정치표준화위원회 패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갑상선학, 혈액학, 종양학 등에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연구 업적에 관하

P
a
rt 2
 / 시

기
별
 주
요
 활
동

71 제 2장 시기별 주요활동



여는 다음 절 동원회 그룹 활동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룸).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는 이문

호 교수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라는 업적으로 제3회 삼일문화상 학술상을 받

았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포상제도가 별로 없

던 시절로서는 큰 영광이었다. 당시 이문호 교

수의 제자로 전공의 4년차였던 고창순은 이후 

자신의 제자 이명철을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개설 50주년 되는 2010년 제51회 삼일문화상 

자연과학부문학술상 수상자로 키워냈다.

  1966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회 ICSH(Inter national Congress of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에서 “혈액학 분야의 진단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The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에 대해 12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구성되어 1967년 런던, 뉴욕, 비엔나, 베데스다에서 전문위

원회를 갖고 적혈구수명측정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패널 중에는 한국의 이문호 교수가 포함되

어 당시 적혈구 수명과 혈장량 측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적 측면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에 참석하였다.

이 후 1980년 ICSH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다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적혈구수명측정법의 일부

를 개정하여 ICSH의 표준방법으로 정하였다.

▲ ICSH 멤버들: 우측 맨 끝 이문호 교수

1965년 태국 방콕 핵의학연구회 참석차 공항에 모인 모습. 

이문호 교수 내외와 이장규 선생,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고창순

국제혈액학측정치표준화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n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 ICSH 멤버들: 우측 맨 끝 이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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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이끈 동원회 그

룹의 활동

가. 서울대학교 동원회 그룹의 형성

1960년대에도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기반

으로 많은 이들이 활동하였으나 1969년 8월 고

창순 교수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장을 맡으

며 서울대학교로 돌아오면서 ‘동원회(同元會)’

라는 명칭과 그룹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활

동이 본격화되었다. 동원회는 이문호, 고창순 

교수의 제자들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친목모임이다. 1966년 입국

한 김명재는 이문호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정규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온 첫 번째 제자로서 후

일 경희대학교 내과에서 신장학 전공 교수가 되

었으며 1993년까지 동원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1967년 내과에 입국한 이정상은 1969년 당시 

3년차 전공의로서 실질적인 동원회 그룹의 첫 

acting chief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진료실 내

에서 기거하면서 연구에 몰두하여 동원회 그룹

의 연구전통 형성에 기여하였고 1971년 전공의

를 마친 뒤 내과 조교가 되었다. 동원회 그룹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이어서 서울대학교병

원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키워갔다.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발전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1969년 8월 고창순 교수의 진료실장 

발령과 함께 이루어진 Pho-Gamma II Camera 

(후에 III로 업그레이드함) 도입으로, 이를 계기

로 1970년대 동적 영상을 위시한 핵의학영상진

단의 폭발적 성장 시기를 맞게 되었다. 당대 최

신 기기인 Pho-Gamma Camera의 온도와 습도

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원의 난방시스템이 진료

실까지 연결되었고 당시로서는 귀했던 에어컨

도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리

창까지 파손되어 있던 진료실의 열악한 환경으

로 인해 전공의들이 연탄난로를 피워가며 온도

를 유지하였고, 이것이 동원회 전공의들이 진

료실에서 숙식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

다. Pho-Gamma Camera를 이용하여 간담도연

속영상, 뇌영상, 심장연속영상진단, 신장연속

영상진단 등의 방법이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 

구인서, 이용국, 전영균, 김정일, 이정상, 전영

균, 노흥규, 이경자, 김병국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고창순 교수의 실장 발령 후 1969년부터 

동원회 그룹의 화요세미나가 시작되어 최신연

구와 임상응용지견을 교환하였는데, 이는 여러 

전문 분야가 교류 협동하는 기틀로서 향후 핵

의학이 학문 교류, 융합을 추구하는 전통의 시

작이 되었다. 이 화요세미나는 핵의학과 독립 

후에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하였으며, 이후 

내분비학, 신장학, 혈액학, 감염학, 류마티스학 

등 내과 각 전문분과의 분화 및 각 분야 수준의 

심화와 함께 학술과 우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친목 모임으로 발전적으로 변모되었다. 

1970년대에 동원회 그룹의 활동으로 방사면

역측정법이 시작되었으며, 큰 규모의 동물실험

동위원소진료실 앞마당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고창순 교수(

고창순 교수가 설치한 탁구대는 내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공

의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친밀한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전문 분야가 교류 협동하는 기틀로서 향후 핵

의학이 학문 교류, 융합을 추구하는 전통의 시

작이 되었다. 이 화요세미나는 핵의학과 독립 

후에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하였으며, 이후 

내분비학, 신장학, 혈액학, 감염학, 류마티스학 

등 내과 각 전문분과의 분화 및 각 분야 수준의 

심화와 함께 학술과 우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친목 모임으로 발전적으로 변모되었다. 

1970년대에 동원회 그룹의 활동으로 방사면

역측정법이 시작되었으며, 큰 규모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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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설치되어 스펙트로포토미터, Coulter 계

수기의 효시인 자동혈구측정기 등을 설치, 사

용하였다. 또한 국제혈액학측정치표준화작업

(International Congress of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ICSH)에도 참여하여 여러 동물, 

정상인, 실혈이 있는 환자 등의 혈액량과 철동

태를 조사하였고 표지 및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연구

와 임상진료에 애쓴 동원회 그룹은 최학룡, 김

정일, 채진, 이용국(전 경희의대 교수, 이용국

내과, 전 동원회장)(이상 1971년 박사학위 취

득) 김목현(전 한양대 내과교수), 이영우(이상 

1972년 박사학위 취득), 김관엽, 구인서(구인서 

내과), 이정상(전 서울의대 학장)(이상 1973년 

박사학위 취득), 이경자, 김동섭, 한지영, 김명

재(전 경희대 교수) (이상 1974년 박사학위 취

득), 이현우, 최태규, 서환조(이상 1975년 박사

학위 취득), 노흥규(전 충남대병원장), 김기원, 

강신일, 신현정(전 동원회 회장)(이상 1976년 

박사학위 취득), 최강원(서울의대 내과 교수)

(1977년 박사학위 취득), 이홍규(서울의대 내

과 교수), 김원동(울산의대 내과 교수), 이종석

(광혜의원장), 김성권(서울의대 내과 교수)(이상 

1979년 박사학위 취득), 최일영, 송인경(도티기

념병원 내과), 김병국(서울의대 내과 교수), 조

보연(서울의대 내과 교수)(이상 1980년 박사학

위 취득) 등이었다. 

1970년대 들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연구가 깊이를 더하여 1969년 이홍규와 노흥규

가, 1970년 김원동, 송인경, 신현정이, 1971년 

고행일(인제의대 교수, 서울백병원 내과), 김병

국, 최강원, 최진수(최진수내과)가, 1972년에

는 조보연이, 1973년에는 최성재(전 서울의대 

내과 교수, 타계), 김광원(성균관의대 삼성서

울병원 교수), 나병만(나병만내과), 박근조(박

근조내과), 홍성운(전 원자력병원 부원장, 신일

병원 내과), 석창호(미국 뉴욕 석창호내과)가, 

1974년에는 강진영(강진영내과), 김동순(울산

의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내과), 이명철, 조경삼

(경희대 내과 교수), 최인영(백제병원 내과)이, 

1975년에는 김성권(서울의대 내과 교수, 전 서

울대학교병원 부원장), 이중근(전 가야병원 내

과), 홍기석(현 동원회장, 닥터홍내과 운영) 등

이 합류하였고 이들 모두는 방사성동위원소진

료실의 전성기를 일군 역군이 되었다. 1976년

에는 김명덕(김명덕내과), 박선양(서울의대 내

과 교수), 박정식(울산의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내과), 서재현(서재현내과), 이권전(전 경찰병

원 원장, 이권전내과), 조민구(경찰병원 내과), 

유박영(청박병원장)이, 1977년에는 권인순(인

제의대 교수, 서울백병원 내과), 정순일(경상

의대 교수), 김삼용(충남의대 교수), 신영태(충

남의대 교수)가, 1978년에는 최두혁(최두혁내

과), 표희정(고려의대 교수), 장연복(장연복내

과), 정준기가 내과 전공의로 입국하여 동원회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역대 동원회 회장

순서 회장 기간

1 김명재 ~ 1993

2 이용국 1994 ~ 2003

3 신현정 2004 ~ 2007

4 홍기석 2007 ~ 현재

1979년 박사학위 취득), 최일영, 송인경(도티기

념병원 내과), 김병국(서울의대 내과 교수), 조

보연(서울의대 내과 교수)(이상 1980년 박사학

위 취득) 등이었다. 

1970년대 들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연구가 깊이를 더하여 1969년 이홍규와 노흥규

가, 1970년 김원동, 송인경, 신현정이, 1971년 

고행일(인제의대 교수, 서울백병원 내과), 김병

국, 최강원, 최진수(최진수내과)가, 1972년에

는 조보연이, 1973년에는 최성재(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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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원회 그룹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갑상선학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현

대 임상갑상선학 진료와 연구는 이문호 교수의 

지도 하에 수행한 전공의 고창순의 연구로부터 

외롭게 출발하여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1961

년 전공의 3년차 고창순은 1960년 5월 방사성

동위원소진료실 개소부터 진료한 144명의 갑

상선질환 환자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여 발

표하였다(이문호, 강수상, 고창순 등. 放射性

同位元素沃素(I131)를 使用한 甲狀腺腫의 硏究 

第1報. 대한내과학회잡지 1961;4(3);29). 전공

의 고창순이 연구결과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

한 이 연구는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초창기에 

Tracerlab의 기기를 이용한 것으로서 갑상선섭

취율, 혈청단백결합옥소전환율(PBI CR)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특히 여러 번 수

술한 갑상선암 환자에서 10 mCi, 36 mCi의 방

사성옥소로 치료를 시도한 증례가 상술되어 있

고 이 때 이미 100 mCi 이상의 고용량치료의 가

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주제는 이후 1962년 제

2보가 보고되었다.

이문호 교수의 지도로 고창순은 심장과 신장

의 동태기록과 그 분석을 확립하여 가면서 동시

에 131I을 이용한 갑상선기능 검사와 갑상선 진

단과 치료를 확대하였다. 1962년 수입한 의료

용 방사성동위원소의 65%는 갑상선질환의 진

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131I이었다. 1962년에는 

286명에 대해 갑상선 환자에게 131I을 사용하여 

갑상선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였다.

갑상선기능검사의 하나로써 혈청 단백결합요

오드(PBI)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청을 화덕에

서 태워서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타고 남은 재

갑상선종의 방사성옥소 사용 논문 제1보 (대한내과학회잡지 

1961;4(3):29-48)

방사성옥소 투여 후 혈액중 단백결합옥소(PBI) 전환율 곡선. 

(이문호, 고창순. 갑상선기능 검사에 대하여. 대한의학협회

지 1961;4(6):728-734) 

방사성옥소 갑상선섭취율 측정 장면 (이문호. 우리나라의 방

사성 동위원소 이용에 관하여. 최신의학 1962;5(12):709-

711) 

갑상선종의 방사성옥소 사용 논문 제2보 (대한내과학회잡지 

1962;5(3):157-177)

방사성옥소 갑상선섭취율 측정 장면 (이문호. 우리나라의 방

사성 동위원소 이용에 관하여. 최신의학 1962;5(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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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아서 무기요오드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혈청 단백결합요오드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시행하기 어려워서 이후 

단백결합요오드전환율(PBI CR) 검사로 대체되

었는데 이는 방사성옥소표지 T3 적혈구 섭취검

사와 함께 방사면역측정법 도입 이전 핵의학 검

체검사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다.

1971년 방사면역측정법 체외검사가 본격화되

어 고창순 교수와 전공의 이홍규가 인슐린 측정

을 시작으로 방사면역측정법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이홍규 교수가 당뇨를 전공하게 되는 하나

의 계기가 되었다. 핵의학 검체검사의 효시였

던 방사성옥소표지 T3 적혈구섭취율은 단백결

합 원리를 이용한 경쟁적 검사법(competitive 

method)의 시작으로 T3 레진섭취율로 발전하

였다. 1974년에는 키트를 사용한 T4측정을 시

작하였으며, 갑상선 뿐 아니라 여러 호르몬을 

비롯한 혈액내 미량물질을 다수 검사하기 시작

하였다.

한편, 99mTc의 유용성이 더해감에 따라 갑상선

에 대해서도 99mTc-pertechnetate를 이용해 평

가하는 것이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공의 최

성재가 이 연구를 담당하여 보고하였다.

1976년부터는 고창순 교수 지도 하에 홍기

석, 유명희 등이 흡인세포 진단을 시작하였으

며, iliac bone marrow 생검과 철 염색도 이 시

기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리과에서

는 초기에 다소 비판적이었으나 임상에서의 편

리성 때문에 인정하게 되었으며 1979년 이후 

특진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인정하고 병리

과 진료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켰다.

우리나라 최초로 방사면역측정법을 이용해 인슐린을 측

정한 전공의 3년차 이홍규의 연구. (대한핵의학회잡지 

1971;5(1):65-70)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방사면역측정에 관한 고창순 교수의 논

문. (대한핵의학회잡지 1972;6(2):103-109)

99mTc으로 평가한 갑상선섭취율 소견을 기술한 전공의 2년차 최성재의 논문. (대한핵의학회지 1974;8(1):29-37)

방사성 T3의 적혈구 섭취율 측정에 대한 고창순의 논문. 대

한내과학회잡지 1962;5(8):523-530)

우리나라 최초로 방사면역측정법을 이용해 인슐린을 측

정한 전공의 3년차 이홍규의 연구. (대한핵의학회잡지 

1971;5(1):65-70)

99mTc으로 평가한 갑상선섭취율 소견을 기술한 전공의 2년차 최성재의 논문. (대한핵의학회지 1974;8(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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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원회 그룹의 연구 및 학술 활동: 혈액학

혈액학 연구는 이문호 교수가 독일에서 수행

한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59Fe를 이용한 연구가 

이어졌는데, 이문호 교수는 1960년 “빈혈성 질

환이 Fe59로 표지된 철중간대사에 관한 연구”라

는 제목으로 원자력원에서 50,000원의 연구비

를 지원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후일 십

이지장충 인체감염 후 철동태를 관찰하는 실험

으로 이어져서 당시로는 괄목할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문호 교수의 지도로 방

사성철을 이용한 철동태학 연구를 수행하던 동

원회 그룹은, 1960년에서 1970년에 걸쳐 방사

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구충성 빈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문호 교수가 직접 십이지장

충 알을 먹고 감염되어 철결핍성빈혈을 유발하

였고 이 빈혈에서 철의 동태를 51Cr과 59Fe로 이

중표지하여 세밀히 관찰하였다. 인체실험이 되

어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연구에 정진한 

모범으로 여러 일간지에 다투어 다루어져 화제

가 되었으며 아직 임상시험의 규범이 도입되기 

이전에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서 후학

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문호 교수는 이 결과를 1969년에 IAEA

와 ICSH(International Congress of Standar-

dization in Hematology) 위원으로 빈(1969

년), 워싱턴DC(1970년), 제네바(1974년), 카

이로(1979년) 등지에서 영양성빈혈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로 이문호 교수

는 1975년 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문호 교수 본인을 포함한 연구

자들이 기생충에 직접 감염된 상태에서, 둘째, 

59Fe와 51Cr을 이용한 적혈구 동태를 조사하는 

이문호 교수의 학술원상 수상논문. (대한내과학

회잡지 1975;18(6):415-427) 

1975년 9월 학술원상을 수상 후. 고창순 교수와 이정상 교

수 그리고 군복무 중이던 김원동이 함께 촬영하였다. 
이문호 교수의 수상소식을 다룬 당시 신문 기사이문호 교수의 수상소식을 다룬 당시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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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셋째, 이 결과로 국제빈혈심포지움에 

여러 차례 초청 발표하게 되는 등 국제 수준의 

연구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많은 혈액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장출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혈구에 방사성동

위원소 크롬(51Cr)을 표지하여 정맥주사 후 5일

간의 대변을 태워서 남은 무기물에서 크롬의 방

사선량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현재의 방

송통신대학자리에 있던 공업연구소의 도자기 

굽는 가마를 빌려서 사용하였는데 의사, 기사

들이 대변이 다 탈 때까지 독한 냄새를 맡으며 

기다리곤 하였다. 한편, 방사선과학교실의 한

만청 등도 이문호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하여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실혈이 적혈구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51Cr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고하기도 하

였는데 이는 고창순 교수와 전공의 이정상의 독

51Cr을 이용하여 사람에서 실혈 100일 후까지 적혈구 수명

의 반감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문호, 이정상, 고창순. 대한

핵의학회잡지 1970;4(1):27-36) 

51Cr 표지 적혈구의 동태를 분석하여 실혈의 영향을 

semilog paper에서 이중지수로 표현하여 반감시간을 설

정, 이구획해석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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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를 이용해 장출혈을 평가한 이문호 교수의 논문 (대

한핵의학회잡지 1970;4(1):19-26)
이문호 교수와 주동운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한 한만청의 

논문(대한방사선학회지 1966;2(1):1-20)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셋째, 이 결과로 국제빈혈심포지움에 

여러 차례 초청 발표하게 되는 등 국제 수준의 

연구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많은 혈액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장출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혈구에 방사성동

위원소 크롬(51Cr)을 표지하여 정맥주사 후 5일

간의 대변을 태워서 남은 무기물에서 크롬의 방

사선량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현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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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공의 홍성운, 김동순, 이중근 등이 설치, 

연구하기도 하였다.

혈액학 분야는 이후 김병국, 박선양 교수가 전

공하면서 더욱 심화 발전하였다.

라. 동원회 그룹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신장학

고창순 교수는 1966년 이성호, 이문호 교수

의 지도로 신장스캔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신혈관성고혈압 환자에서 

창적 역작이었다.

혈액학 진단과 치료에 32P와 59Fe를 이용하는 

것이 정례화 되었고, 빈혈에 대한 연구로 김명

재, 정경태, 최근출 등이 동물을 이용하여 신장

질환에서의 신성빈혈 연구와 적혈구수명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혈 요법에만 의존하

던 진성적혈구증다증에서 32P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은 당시 화제가 되었다. 1975년에는 독

일 학회 참석 후 platelet aggregometer를 도입

1979년 6월 25일~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 874명 (한국 294명, 일본 257명, 미국 256명, 기타 16

개국 67명) 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대회장은 이문호, 사무총장은 김상인이었다. 학회유치는 이문호, 황기석

의 노력과 일본 학자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9개 특강, 8개 심포지엄, 43연제, 2세션의 워크숍, 229편의 일반

연제가 발표되었고, 당시 조혈모세포 연구를 개척한 오스트레일리아 Metcalf D 등 대가들이 강연하였다. 이 대회

는 혈액학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계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학술대회였고, 국제학회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대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대회장 이문호, 사무총장 김상인 그리고 학술대회 비서 김병국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1971년 내과 조교가 된 이정상과 이문호, 고창순 교수

가 게재한 종설. (함춘내과. 1971;2(1))

이문호 교수와 이성호 교수가 지도한 고창순의 박사학위 논문.     

(대한내과학회잡지. 1965;8(6):349-379)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혈액학회 학술대회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logy, Asian Pacific Division Fourth Meeting)

P
a
rt 2
 / 시

기
별
 주
요
 활
동

79 제 2장 시기별 주요활동



131I-hippuran 신장스캔의 전형적 소견을 관찰

한 이 연구는 1965년 대한내과학회잡지에 보

고되었다. 

1969년 이문호 교수는 미국 유타대학교를 방

문하고 Kolff 교수로부터 혈액투석기를 기증받

았다. 다음해 고창순 교수가 미국 투어 중 솔

트레이크시티에 들러 콜프드럼(Quad drum 

Hemodialy)이란 이름의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인공신장기는 옛 서울

의대부속병원의 중5내과에 설치되어, 당시 전

공의 4년차이던 이정상과 방사성동위원소진료

실 멤버들이 병원보일러실 목욕탕에서 투석액

용 물을 길어 나르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후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의 신장학 분과를 

확립하게 된 효시가 된 일 중 하나가 되었다.

1970년대는 한국형출혈열이 신장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혈액소견 

이상, 신장기능 이상, 뇌하수체 이상을 보이는 

감염질환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의 방법론으

로 접근하기 적절한 주제였다. 1972년 이정상 

조교는 이문호, 고창순 교수와 함께 한국형출

혈열에 대하여 전공의 김성권과 팀을 이루어 함

께 깊이 있는 임상연구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새

로운 지견을 많이 밝혔다. 또한 1976년 전공의 

2년차 홍기석은 한국형출혈열에서 골수소견을 

연구하여 보고하였고 1976년부터 국군수도병

원 유행성출혈열연구반장을 역임한 조보연은 

1979년 한국형출혈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이정상 교수는 조

보연, 김병국 교수 등과 함께 실험적 임상 데

이터를 종합하여 1981년 이문호 교수 저 『한

한국형출혈열의 임상소견을 기술한 고창순 교수 등의 논문. 

(대한내과학회잡지 1972;15(12):31-41)
전공의 2년차 홍기석이 1년차 박선양, 4년차 홍성운과 공저

로 낸 한국형출혈열의 골수소견 논문. (대한혈액학회잡지. 

1976;11(1):25-32)

국군수도통합병원 재직시절 조보연이 연구한 한국형출혈열

의 임상상 보고논문 (대한내과학회잡지. 1979;22(1):22-

30)

1981년 이문호 교수가 발간한 저서 ‘한국형출혈열’ (1986

년 개정판)

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인공신장기는 옛 서울

의대부속병원의 중5내과에 설치되어, 당시 전

공의 4년차이던 이정상과 방사성동위원소진료

실 멤버들이 병원보일러실 목욕탕에서 투석액

용 물을 길어 나르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는 후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의 신장학 분과를 

확립하게 된 효시가 된 일 중 하나가 되었다.

1970년대는 한국형출혈열이 신장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혈액소견 

이상, 신장기능 이상, 뇌하수체 이상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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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출혈열(서울대학교출판부)』 발간에 기여

하였다.   

마.  동원회 그룹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종양학, 

소화기학, 순환기학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종양의 진단과 치

료 역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과 동원회 그룹

에서 일찍이 다루어진 주제였다. 32P를 이용한 

식도암 진단과 198Au을 이용한 암 치료가 각각 

암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 제1보, 제2보

로서 1963년과 1964년 고창순 교수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이에 이어, 1970년 박길용은 이문호, 고창순 

교수의 지도로 75Se-Selenite를 이용한 종양 추

적영상을 연구하여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에도 종양영상 및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 이어졌다. 

소화기학 분야에서는 198Au-colloid를 이용한 

간 스캔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이문호, 고창

순 교수 등이 1964년 보고하였다(대한의학협

회지 1964;7(10):959-973). 이후에도 소화기 관

련 연구는 지속되었는데 이 가운데 의미가 있

는 것이 1971년 이용국의 연구이다. 이용국은 

소화기내과 소속이었으나 고창순 교수가 학위 

연구를 공동지도하게 되면서 동원회 그룹에 함

께 하게 되었다.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발령받

았다가 후에 개업하였는데 이후 2대 동원회 회

장까지 역임하여 다른 분과에서 시작하였으나 

동원회와 소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예

가 되었다.

순환기학도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된 분야였

다. 1963년 방사성동위원소를 순환기학에 적용

한 첫 논문(이성호, 이정주, 고창순, 전구연. 대

한내과학회지 1963;5(12):35-39)과 함께 고창

순 교수는 이에 대한 종설 논문을 발표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와 임상. Radioisotope를 사

용한 심기능검사” 최신의학 1963;5:861-868).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김관엽은 

고창순 교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암종 이용 제1보 논문. (대

한내과학회잡지 1963;6(12):715-720)

75Se-selenite를 이용한 종양 영상 논문. 

(대한내과학회잡지 1970;13(1):5-15) 

마우스종양모델을 만들어 
75Se를 이용한 능동적 표적 

영상을 시도하였다.

고창순 교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암종 이용 제2보 논문. (대

한내과학회잡지 1964;7(2):93-96)

마우스종양모델을 만들어 
75Se를 이용한 능동적 표적 

영상을 시도하였다.

고창순 교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암종 이용 제2보 논문. (대

한내과학회잡지 1964;7(2):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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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고창순, 이문호 교수의 지도 하에 방사

성동위원소 심혈관조영술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때 다른 분야에서 고창순 교수 및 동원회 그

룹과 긴밀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연구

를 진행한 이들로 홍창기(소화기학, 한심석 교

수 지도)와 이종헌(호흡기학, 김경식 교수 지

도)이 있다. 고창순 교수가 방사선의학연구소 

재직 시 홍창기는 수도육군병원에 근무 중이었

는데 이종헌과 함께 폐혈류 컬러스캔, 간 스캔 

등의 여러 연구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처럼 동원회 그룹의 연구는 타 분야와 협력

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관심분야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다.

바. 동원회 그룹의 역사적 의의

1970년 7월 이문호 교수가 내과학교실 주임교

수가 되었으며, 이어 동원회 그룹의 우수한 인

력들이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발령받아 새로운 

전문분과를 개척하며 내과학 발전에 많은 기여

를 해 나갔다. 신장학의 이정상(1974년 발령), 

김성권(1982년), 내분비학의 이홍규(1976년), 

조보연(1979년), 혈액학의 김병국(1978년), 박

선양(1983년), 감염학의 최강원(1978년), 오명

돈(1991년), 류마티스학의 최성재(1980년) 교

수 등이 모두 동원회 그룹으로부터 출발하여 내

과에 발령받아 초기 각 전문분과를 개척한 주역

이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동원회 그룹의 전

향적, 창의적, 진취적인 학문 풍토가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포용, 협력하

여 발전하는 동원회 그룹의 전통은 이후 핵의학

의 전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동원회 그룹은 이전의 핵의학을 이후 전

문과목으로서의 핵의학과 이어주는 주요한 역

한심석, 고창순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용국의 논문. (대한

핵의학회잡지 1971;15(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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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순 교수가 방사선의학연구소 재직 시 수도육군병원 

홍창기와 함께 연구한 폐 스캔 논문 (대한내과학회잡지 

1968;11(2):91-97) 및 간 스캔 논문 (대한핵의학회잡지 

1969;3(1):83-99)

방사성동위원소 심혈관조영술을 주제로 고창순, 이문호 

교수가 지도한 김관엽의 논문 (대한핵의학회잡지 1972 ; 

6(2):21-39)



할을 하였는데 이에는 고창순 교수와 이정상 교

수의 노력이 지대하였다.

1965년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고

창순 교수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대양주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oisotope 

Regional Application in Medicine 심포지움에 

참석하였고 이어 일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NIRS)에서 10개월간 방문연구를 하였다(이때의 

연구는 J Nucl Med 1968;9:576에 발표됨). 고창

순 교수는 이때 동경대학교의 Dr. Iio를 만나 그

때 이미 digital ratemeter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

환경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analogue 

ratemeter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핵

의학과 같이 고가의 연구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

야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는 선도

적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을 절감한 고창

순 교수는, 차세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전략

이 필요함을 느끼고 핵의학 후학양성에 최우선

으로 정력을 기울여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고창순 교수는 핵의학 전공 후진을 양성하는 

장기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계로 핵의

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찾았고, 1971년 친지

인 이승규(현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소개로 당

시 서울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이던 이명철을 불

러 Nuclear Physics 책을 주고 격려하였다. 이 

작은 사건은 후일 세계핵의학회 회장이 될 이

명철을 핵의학 전공으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고창순 교수는 군 병원의 방사성동위원

소진료와 군진의학 내 핵의학의 필요성을 역설

하며 국방부를 설득하여 1974년 ‘원자의학’ 이

름의 717 주특기를 창설하도록 이끌었다(717

은 병과특기분류번호로서 당시 일반의는 700, 

내과는 710 등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서울의대부속병원에 군복무보류 전

공의 과정의 하나로 핵의학 수련 과정이 생겼

고, 과정은 내과에 일임하도록 제도화되었다. 

1974년 전공의 이명철이 내과에 입국하여 동

원회 그룹에 합류하면서 첫 717 주특기를 보유

한 제1대 핵의학전공의가 되었고 이어 고창순 

교수의 제1호 대학원 지도학생이 되었다. 이후 

1975년 홍기석, 1976년 김명덕으로 이어졌으나 

1977년에는 고창순 교수의 해외연수 중 정원배

정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1978년 정준기, 1979

년 손인 이후 1980년에는 정원을 둘로 증원 받

아 임상무와 김병태가 입국하는 등 이후 핵의학

을 이끈 여러 주역들이 이를 통해 핵의학에 입

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동원회 그룹은 핵의학의 

역사에서 두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는 핵의학을 주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여러 

새로운 내과 분과학문이 시작되는 산실이 되었

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후 전문과목으로서

의 핵의학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및 인

적 토대 육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

이다. 

의 핵의학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및 인

적 토대 육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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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핵의학과� 개설� 후� 동원회� 그룹의� 

활동

1) 함께 한 사람들

가. 전공의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은 10년간 오랜 건축역

사를 마치고 Y자를 마주 놓은 형태의 서울대학

교병원이 문을 열면서 1층에 핵의학과로 임상

진료단위가 되었다. 1975년 의과대학과 치과대

학을 제외한 문리대 등이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이후 의대 치대와 함께 별도 독립법인으로서 서

울대학교병원이 발족하여 임상 각 과가 새 병원

에서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도입, 확립, 운영하

게 되었다. 1978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병원설

치법에 의하여 새 병원이 문을 열게 되었으며 

핵의학과로서 독립하여 1979년 1월부터 모든 

이사를 마치고 진료단위로 기능하기 시작하였

다. 내과 전공의 중 이문호 교수, 고창순 교수의 

제자들이 동원회 그룹의 일원으로 핵의학 진료

를 담당하였다.

내과는 당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을 제

외하고는 분과가 구성되지 않아 이문호 교수와 

고창순 교수의 제자들이 혈액학, 신장학, 갑상

선학, 감염학, 류마티스학과 함께 핵의학 분야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8년은 정준기, 

최두혁, 장연복, 표희정이 내과 1년차로 입국하

여, 표희정은 신장학을 전공하여 국립의료원을 

거쳐 현재 고려의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로, 장

연복은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내과를 거쳐 현

재 장연복내과의원에 재직중이다. 정준기는 군 

분류 상 핵의학 주특기(717)로 분류되었고 수

권인순
김명덕 이정상교수

석창호
김병국교수

정순일

최강원교수 표희정

고창순교수
이중근

정준기

유박영

홍기석 김성권

박선양

이문호교수

1979년 1월 새 병원으로 이사하던 해 전문의 취득한 홍기석, 김성권, 이중근의 모습

정준기

1979년 1월 새 병원으로 이사하던 해 전문의 취득한 홍기석, 김성권, 이중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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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후 군의관 훈련 후 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

에서 핵의학과장으로 복무하였다.

1979년에는 김승택, 문희범, 손인, 유명희, 윤

휘중, 한진석이 내과로 입국하여 동원회 그룹

의 일원이 되었고, 김승택, 윤휘중은 혈액학, 문

희범, 한진석은 신장, 손인은 갑상선과 핵의학, 

유명희는 갑상선 분야를 세부 전문으로 수련하

였다. 유명희는 홍기석으로부터 시작한 갑상선

흡인세포진을 이어가서 이문호 교수의 ‘갑상선

세포진’ 책을 출판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승택

은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로, 윤휘중은 경

희대학교 내과 교수로 혈액종양내과 분야를 계

속하였고, 문희범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

과 알레르기분과 교수로, 유명희는 순천향대학

교병원 내과의 내분비분과 교수로, 손인은 서

울의료원(구 서울특별시강남병원)의 내과과장

으로 재직 중이다. 김승택은 올해 충북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다. 동원회 화요세미나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들 중 손인은 90년대까지 

핵의학 금요영상세미나 금요세미나의 주요 구

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새 병원으로 옮긴 

후 내과 진료체계에서 수석전공의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였고, 동원회 그룹에서도 수석전공의

는 내과 진료와 연구 수련 뿐 아니라 전체 살림

과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소통을 책

임진 막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수석전공의로서 

한진석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한진석은 신장내

과를 전공하였으나 고창순 교수의 권유로 대학

원 지도학생이 되어 동위원소진료실의 운영과 

연구에 공헌하였다. 

1982년 정준기, 표희정, 장연복이 전문의 취득 후 퇴국 사진. 김성권 교수, 최성재 교수, 조보연 교수, 이홍규 교수와 이명

철 교수가 앞 줄에 고창순, 이문호 교수와 함께 전문의 취득한 세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김병태 오하영 김승택
박성기

신성해 한진석
이훈용

윤휘중
궁성수

유명희

김소연

안규리
이기상

이명철
교수

이홍규
교수

정준기표희정이문호
교수

고창순
교수

조보연
교수

최성재
교수

김성권
교수

장연복

우 중요하였고, 동원회 그룹에서도 수석전공의

는 내과 진료와 연구 수련 뿐 아니라 전체 살림

과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소통을 책

임진 막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수석전공의로서 

한진석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한진석은 신장내

과를 전공하였으나 고창순 교수의 권유로 대학

원 지도학생이 되어 동위원소진료실의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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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는 김병태, 임상무, 박난재, 안일민, 

안용태, 오하영, 이기상이 내과에 입국하여 동

원회 그룹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 해 군 핵의

학 전문요원으로 정원이 두 명 배당되어 김병

태와 임상무가 핵의학 주특기로 후일 군에 입

대하게 되고 박난재는 군 장기군의관 요원으로 

후일 군의 요직을 두루 맡은 후 전역하여 개원

하였다. 안일민은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

원을 거쳐 갑상선 분야를 전문하고 현재 청담내

과를 개원하고 있다. 오하영은 신장 분야를 전

공하여 현재 성균관의대 서울삼성의료원 교수

로 재직 중이다. 안용태와 이기상은 수련 후 각

각 안산과 대전에 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특

히 1980년 입국한 이들은 이해 내과 수련이 3

년으로 줄어 1983년 2월, 1979년에 입국한 김

승택, 한진석 등과 함께 수련을 마쳤고 군에 함

께 입대하였다. 특히 김병태와 임상무는 국군

수도병원 핵의학과에 함께 재직하며 핵의학과

를 확립하였는데 이 때 서울대학교병원과 같

은 ON410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핵의학 영상진

단과 감마 베타카운터를 이용한 방사면역측정

법, 면역방사계수법 진료가 군진의학분야에도 

자리 잡았다. 특히 1984년 아시아대양주 핵의

학회에는 이명철 교수의 지휘 하에 김병태, 임

상무 등이 학술대회 세션을 하나씩 맡아 PCO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가 없던 시

절에 학회기간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해 냈다. 

김병태는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의 내과 교수

를 역임 후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김

의신 교수에게 연수하였고, 삼성의료원의 개원

과 함께 핵의학과를 창설하여 핵의학과장을 역

임하였다. 임상무는 군복무 후 1986년 핵의학

과 전임의를 마치고 원자력병원에 부임하여 핵

의학과장을 역임한 후 2009년에는 우리나라에 

1983년은 내과 수련이 3년으로 줄어든 전공의가 4년을 마친 전공의와 함께 전문의를 취득하고 함께 퇴국한 해이다. 한진석, 

손인, 김승택, 문희범, 유명희, 윤휘중과 3년 수련한 김병태, 임상무, 박난재, 안일민, 안용태, 오하영, 이기상이 함께 퇴국 

사진을 찍었다. 아직 인턴이며 입국 예정인 윤성철, 문대혁, 이동수가 맨 뒷줄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윤성철 문대혁
이동수

궁성수
박석건

이영열 신성해

김소연
박성기

김병태 오하영 안일민 윤휘중 한진석

유명희
이훈용

이기상

임상무 문희범 김성권
교수

최성재
교수

이홍규
교수

이정상
교수

이문호
교수

고창순
교수

최강원
교수

이명철
교수

최두혁 정준기

손인 김승택

하였다. 안일민은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

원을 거쳐 갑상선 분야를 전문하고 현재 청담내

과를 개원하고 있다. 오하영은 신장 분야를 전

공하여 현재 성균관의대 서울삼성의료원 교수

로 재직 중이다. 안용태와 이기상은 수련 후 각

각 안산과 대전에 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특

히 1980년 입국한 이들은 이해 내과 수련이 3

년으로 줄어 1983년 2월, 1979년에 입국한 김

승택, 한진석 등과 함께 수련을 마쳤고 군에 함

께 입대하였다. 특히 김병태와 임상무는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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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MRI 하이브리드영상이 가능한 첫 시스템

을 설치 선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1981년에는 궁성수, 김소연, 신성해, 박성기, 

안규리, 이영열이 내과에 입국하여 동원회 그

룹에 들어왔다. 김소연, 이영열은 혈액학, 안규

리는 신장학, 신성해, 궁성수, 박성기는 갑상선

과 핵의학을 주 연구분야로 삼았다. 전문의 수

료 후 박성기는 1984년 핵의학과 2대 전임의

로서 연수하고 보훈병원 핵의학과와 내과를 맡

아 1990년대 핵의학과 금요세미나의 핵심구성

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소연은 수련 후 경찰병

원 핵의학과와 내과를 맡았으며, 이영열과 궁

성수는 국군수도병원 핵의학과에 재직 후, 이

영열은 한양의대 내과 혈액종양학 교수, 궁성

수는 내분비내과와 핵의학을 책임진 충북대학

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규리는 신장내과 

전임의를 거쳐 해외 유학하여 기초연구를 여러 

해 수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해는 수련과 군 복무 후 서울내과, 

홍앤신내과에 홍기석 교수와 함께 재직하였고, 

동원회 행사에 홍기석 교수와 함께 늘 참가하였

으며 현재 신성해내과를 운영 중이다.

1982년에는 박석건, 오연상, 이명식, 이훈용

이 내과에 입국하여 동원회 그룹의 구성원이 되

었다. 박석건, 오연상, 이명식은 모두 핵의학과 

갑상선 분야를, 이훈용은 신장 분야를 주 연구

분야로 삼았다. 박석건은 수련 후 핵의학과 3대 

전임의로서 연수 후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

서 내과와 핵의학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최

근 단국대학교의과대학장으로 선임되었다. 오

연상은 수련 후 내과 내분비 전임의 수련 후 중

앙대학교 용산병원 내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특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박종철 군을 

응급진료하고 증언한 의사로서 역사에 이름을 

박석건, 이명식, 이훈용, 오연상이 퇴국한 1985년 1월. 이문호 고창순 교수와 신임 박선양 교수 문대혁, 최창운 등의 전공

의가 보인다.

문대혁오명돈송영기이동수 김대중

서철원 이근후 김순배안규리윤성철박성기이재훈
고은미 최창운

김윤권 이홍복 이상구

박선양
교수

김성권
교수

김병국
교수

박석건 이명식이정상
교수

이문호
교수

고창순
교수

이훈용
오연상 최강원

교수
조보연
교수

었다. 박석건, 오연상, 이명식은 모두 핵의학과 

갑상선 분야를, 이훈용은 신장 분야를 주 연구

분야로 삼았다. 박석건은 수련 후 핵의학과 3대 

전임의로서 연수 후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

서 내과와 핵의학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최

근 단국대학교의과대학장으로 선임되었다. 오

연상은 수련 후 내과 내분비 전임의 수련 후 중

앙대학교 용산병원 내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박종철 군을 

응급진료하고 증언한 의사로서 역사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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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게 되었다. 이명식은 군 복무와 원자력병

원 내과를 거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

로서 내분비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훈용은 

군 복무 후 입국하였으므로 수련 후 바로 내과

의원을 개원하였다.

1983년에는 문대혁, 이동수, 윤성철, 이재훈, 

이종석이 입국하였다. 문대혁이 군 핵의학 주

특기로 배정되었으며, 문대혁, 이동수는 갑상

선과 핵의학, 이재훈, 이종석은 혈액학, 윤성철

은 신장을 주 연구분야로 삼았다. 문대혁은 수

련을 마치고 군 복무 후 1989년 핵의학과 전임

의로 연수하였으며 1988년 개원한 서울아산병

원 핵의학과에 1990년부터 재직하기 시작하여 

핵의학과장을 역임하고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훈은 영등포시립병원을 거쳐 가천의대 길

병원 내과 교수로 혈액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

며, 이종석은 경상대학교병원 내과를 거쳐 분

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재직 중이다. 윤성

철은 군 복무 후 입국하여 수련 후 바로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내과 교수로 발령 받아 재직 

중이다. 1984년 안일민, 박성기, 문대혁, 이동

수 등은 과학기술처가 시행하는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 1984년

에는 고창순 교수가 내과 민헌기 교수가 이끄

는 내분비 그룹과 분야를 통합하여 내과 분과

로서 내분비에 통합하여 수련 받았다. 이동수

는 수련 후 내과 군의관으로 재직 중 정준기 교

수를 통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청원하여 핵의

학 주특기로 주특기변경을 하고 국군수도병원

핵의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전역 후 내과 내

분비학, 핵의학 전임의를 마친 후 핵의학과 교

수로 임용되었다.

김상은, 오명돈이 퇴국한 1987년 1월. 이문호, 고창순 교수가 중앙에, 양 끝에 이명철, 정준기 교수가 자리하였다. 둘째 줄

에는 전임의를 마친 범희승, 맨 뒷 줄에 3년차 수석전공의가 된 최창운과 2년차가 된 이경한이 보인다. 

이종호

배현주

김윤구
범희승

최창운

김대중

이경한 김양수양성현

김순배
김승택한진석

이홍복
이재훈

정준기
교수

최성재
교수

김병국
교수

이문호
교수

고창순
교수

이홍규
교수

조보연
교수

이명철
교수

이근후 오명돈송영기

이종석이 입국하였다. 문대혁이 군 핵의학 주

특기로 배정되었으며, 문대혁, 이동수는 갑상

선과 핵의학, 이재훈, 이종석은 혈액학, 윤성철

은 신장을 주 연구분야로 삼았다. 문대혁은 수

련을 마치고 군 복무 후 1989년 핵의학과 전임

의로 연수하였으며 1988년 개원한 서울아산병

원 핵의학과에 1990년부터 재직하기 시작하여 

핵의학과장을 역임하고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훈은 영등포시립병원을 거쳐 가천의대 길

병원 내과 교수로 혈액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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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는 김상은, 오명돈, 정문현, 서철

원, 송영기, 이근후, 김대중이 내과에 입국하

여 동원회 그룹에 들어왔다. 김상은이 군전문

요원 핵의학 주특기로 핵의학을, 송영기는 갑

상선을, 오명돈, 정문현은 감염, 서철원은 혈액

학, 그리고 이근후, 김대중은 신장을 주 연구분

야로 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입국한 이근후

는 수련 후 내과 개원을 하였고, 김대중은 군 

복무 후 가천의대를 거쳐 성균관의대 삼성의

료원 내과 신장 전공으로 교수 발령을 받았으

며, 서철원은 가천의대를 거쳐 울산의대서울아

산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명돈은 감

염 분야를 전공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감염

분과장을 역임하였다. 정문현은 인하대병원 내

과 감염 교수를 역임하였다. 김상은은 군복무 

후 1990~1991년에 핵의학 전임의로 연수하였

고 Johns Hopkins 의대 Wagner 교수에게 연수

한 후 삼성의료원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 후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과장으로 재

직하고 있다. 송영기는 수련 후 바로 내과 내분

비 전임의를 거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5년에는 최창운, 고은미, 김순배, 김윤권, 

이상구, 이홍복이 동원회 그룹에 들어왔다. 최

창운은 군 전문요원 핵의학 주특기로 수련과 군 

복무 후 1991년, 1992년에 핵의학과 전임의로 

연수하였다. 전임의 시절 1992년 발간한 고창

순 편저 『핵의학』 교과서를 처음 출간할 때 이

동수 교수와 함께 실무를 맡았으며, 이어 고창

순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처의 보건복

지 연구 기획을 수행할 때 과제 기획에 많은 기

여를 하였다. 전임의 수련 후 최창운은 원자력

병원에 임용되어 최근 원자력병원장을 역임하

였다. 고은미는 故 최성재 교수의 지도로 류마

티스를 주 연구분야로 삼은 최초의 전공의였으

나 1987년 최성재 교수가 타계하여 1988년 핵

의학과 전임의로 수련을 하게 되었다. 수련 후 

고은미는 경희의대 교수를 거쳐 해외연수 후 성

균관의대 삼성의료원 내과 류마티스분과 교수

를 역임하였다. 김순배, 김윤권, 이상구는 신장

을 주 연구분야로 삼아 김윤권은 한일병원 내

과, 이상구는 순천향의대 내과, 김순배는 울산

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에서 신장내과 분야 교

수로 재직 중이다. 이홍복은 혈액학을 전공하

여 미국에 체류 중이다.

1986년에는 채동완, 이종호, 박수길, 양성현

이 내과 동원회에 입국하였다. 채동완, 이종호, 

박수길은 신장을, 양성현은 혈액학을 주 연구

분야로 삼았다. 채동완은 강동성심병원 내과, 

박수길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이종호

는 가천의대를 거쳐 건국대병원 내과 교수로 재

직 중이다. 양성현은 군 복무 후 원자력병원 내

과에 재직하고 있다. 1987년에는 이경한, 윤형

진, 엄재호, 김윤구, 배현주, 김양수가 내과 동

원회에 입국하여 이경한은 핵의학 주특기로 핵

의학을, 윤형진, 엄재호, 김윤구는 신장을, 배

현주는 감염을, 김양수는 혈액학을 주 연구 분

야로 삼았다. 이경한은 수련과 군 복무 후 1993

년 1994년에 핵의학과 전임의로 연수하고 성

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엄재호는 충북의

대 내과, 김윤구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배현주는 한양의대 감염내과, 김양수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

다. 특히 윤형진은 보라매병원 내과 교수를 역

임하고 Harvard에 연수 후 서울대학교생명과

학공동연구원(원장 이명철)에 교수로 임용되어 

인천청라지구에 BIT port라는 이름의 연구공원

년 1994년에 핵의학과 전임의로 연수하고 성

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엄재호는 충북의

대 내과, 김윤구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배현주는 한양의대 감염내과, 김양수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

다. 특히 윤형진은 보라매병원 내과 교수를 역

임하고 Harvard에 연수 후 서울대학교생명과

학공동연구원(원장 이명철)에 교수로 임용되어 

인천청라지구에 BIT port라는 이름의 연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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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1988년에는 최윤호, 김근호, 조종태, 이제환, 

김성민이, 1989년에는 백경란, 신형식, 양원석

이, 1990년에는 김연수, 임춘수, 정윤철, 이진

학이 동원회 그룹으로 내과에 입국하였다. 최

윤호는 핵의학 주특기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서 핵의학과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공을 바

꾸어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로 노인병

학을 전공하였다. 신장학을 전공한 김근호, 조

종태는 각각 한양대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 내

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김연수, 임춘수는 각

각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서울시보

라매병원 교수 및 교육수련실장을 맡고 있다. 

이제환, 정윤철, 이진학은 혈액학을 전공하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교수, 분당제생병

원 내과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김성민은 감염

을 전공하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교

수로 재직 중이다. 

이즈음 내과의 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내과 전공의의 동원회 소속 여부가 모호하여지

고 핵의학 전공자는 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내과 전공의 입국자 중에 1990년 여정석, 1992

년 강건욱, 1993년 소영과 김선욱, 1994년 이

원우, 1995년 강원준 등이 핵의학을 전공으로 

삼았으며, 강원준이 입국한 1995년에 숙원이던 

핵의학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 내과 소속으로 

핵의학을 전공하던 시절을 마감하였다. 여정석

은 내과 수련과 군 복무 후 1998년에 핵의학과 

1990년 1월의 동원회 퇴국 사진에는 고창순 교수와 김병국, 조보연, 이명철, 정준기, 한진석 교수가 보이고 핵의학과 전임의

를 마친 문대혁과 내과내분비 전임의를 마친 이동수가 현재 바이오맥스교수인 윤형진 옆에 자리한 것이 보인다. 윤형진과 이동

수 뒤에는 1년차 입국한 김연수가 보인다. 

신형식

조종태 김근호 임춘수 고재준 이진학 김연수
정윤철

최윤호
이제환

문대혁조보연
교수

고창순
교수

김병국
교수

이명철
교수

한진석
교수

채동환 정준기
교수

김윤구

백경란 배현주

김양수 윤형진 이동수 이범우

양원석

학이 동원회 그룹으로 내과에 입국하였다. 최

윤호는 핵의학 주특기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서 핵의학과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공을 바

꾸어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로 노인병

학을 전공하였다. 신장학을 전공한 김근호, 조

종태는 각각 한양대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 내

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김연수, 임춘수는 각

각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서울시보

라매병원 교수 및 교육수련실장을 맡고 있다. 

이제환, 정윤철, 이진학은 혈액학을 전공하여 

90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반세기

서
울
대
학
교
 핵
의
학
과
 5
0
년
사



전임의를 거쳐 2000년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

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의대 일산병원 핵의학과

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건욱은 수련과 군복무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핵의학과 전임의를 마

치고 국립암센터가 개원할 때 부임하여 핵의학

과장, 핵의학연구과장 등을 맡은 뒤 2007년 서

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영은 1997~1998년 핵의학과 전임의

를 거쳐 충남대학교 핵의학과장을 역임 후 서울

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

학교병원 핵의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선

욱은 전공의 2년차 때 전공을 바꾸어 내과 내분

비분과를 전공으로 하였고 제주의대 내과 교수

를 거쳐 국립암센터 내과에 재직 중이다. 이원

우는 내과 수련과 군 복무 후 서울아산병원 전

임의를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창

설 시기부터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원준은 수

련과 공중보건의 복무 후 2002~2003년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전공의 형식으로 전임의를 거쳤

고,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역

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핵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전임의

1983년 처음으로 핵의학과에 전임의 정원

이 배정되어 박형근이 첫 전임의 수련을 받고 

이후 마산삼성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 1월 여정석이 전문의로서 퇴국하는 즈음 고창순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 뒷줄에 정준기, 한진석 교수, 앞줄 끝에 안

규리 교수, 그리고 다시 4년 수련으로 바뀐 내과 전공의 과정에서 수석의가 된 강건욱이 둘째줄 맨 끝에 보인다. 맨 뒷줄에 전

임의 현인영, 정재민 교수 이경한 전임의가 있다.

오국환 김선욱

곽철은
교수한진석

교수이원우

정준기
교수

현인영

정재민
교수 이경한 나기영

오윤규

이동수
교수

안진석

김연수

허우성

이상구

강건욱

김성민

안규리
교수

이홍규
교수

이정상
교수

고창순
교수

최강원
교수

김병국
교수

이명철
교수

김성권
교수

소영
방수미

정윤철 주권욱 여정석

련과 공중보건의 복무 후 2002~2003년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전공의 형식으로 전임의를 거쳤

고,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역

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핵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3년 처음으로 핵의학과에 전임의 정원

이 배정되어 박형근이 첫 전임의 수련을 받고 

이후 마산삼성병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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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985년에는 박성기, 박석건이 전임의 

연수를 마쳤고, 1986년 임상무의 전임의 연수 

때, 전남의대 내과 수련을 마친 범희승이 박사

학위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하고 서울대학교병

원 핵의학과에서 전임의로 연수하였다. 군복무 

후 범희승은 전남의대에 복귀하여 핵의학과장

을 거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장을 역임하였으

며 2010년 현재 대한핵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

다. 1987년에는 내과 호흡기분과의 수련을 마

친 이명혜가 핵의학과 전임의를 마치고 서울아

산병원 개원에 맞추어 핵의학과를 창설하였고 

핵의학과장을 역임하였다. 이명혜는 문대혁과 

함께 1990년대 핵의학 금요세미나의 주역으로 

활동하다 해외 연수 중 서울아산병원을 사직하

고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1987년 충남대학

교에서 내과 수련을 마친 이강욱이 전임의 연수

를 받고 충남대학교로 돌아가 신장 전공의 내과 

교수가 되었다. 

1988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과에서 

수련 후 군 복무를 마친 양승오가 전임의 연수

를 하였고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대학

교병원 교수를 거쳐 현재 을지의대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9년에는 문대혁이 전임의로 

있는 동안 원자력병원 내과에서 수련한 이범우

가 전임의로 연수하였고 성애병원 내과를 거쳐 

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1990년에는 이동수가 

전임의로 있는 동안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수련

을 마친 김덕윤이 전임의로 함께 연수받고 경

희의대 교수 및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0년에는 김상은이, 1991년에는 최창운이 전

임의 연수를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경희대학

교병원 내과 수련을 마친 양형인이 핵의학과 전

임의 연수를 마치고 경희의대로 돌아가 내과 류

마티스학 교수가 되었다. 1992년에는 부산대학

교병원 내과를 수련하고 군 복무를 마친 배상

균이 전임의가 되어 이명철 교수의 장인인 강

형룡 원장 병원에 묵으며 전임의 연수를 하였

고 이후 고신의대 고신의료원 교수를 거쳐 인

제의대 부산백병원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

다. 1993년, 1994년에는 한일병원 내과에서 수

련한 김종호가 전임의 연수를 하였고 가천의대 

길병원 핵의학과 교수 역임 후 도미하여 미국 

Maryland 대학에서 수련하고 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994년, 1995년에는 원자력병원 내과에서 수

련한 현인영이 전임의 연수를 마쳤고 현재 인하

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에는 전남대학교병원 내과 수련을 마친 

김은실이 전임의 연수를 하고 한일병원을 거쳐 

현재 경찰병원 핵의학과에 재직 중이다. 1996

년에는 송호천이 전남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수

련을 마치고 전임의 연수를 한 후 전남대학교병

원 핵의학과 과장으로 있다. 역시 1996년에 한

양대학교병원 내과 수련을 마친 윤석남이 전임

의 연수를 한 후 아주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과장

과 교수를 역임하고 을지의대 교수를 맡고 있

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소영이 전임의로 연

수하였고 1998년에는 임석태가 전북대학교병

원 내과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 연수를 한 후 전

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있다. 1998년에

는 여정석, 1999년에는 강건욱이 전임의 연수

를 하였다. 

2000년에는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민정준이 전임의 연수를 

하였다. 민정준은 이 때 주로 실험실에서 분

자영상연구를 하였고 이후 미국 UCLA의 Dr. 

Gambhir에게 연수하고 돌아와 전남대학교병

원 핵의학과 교수와 전남대학교화순병원 핵의

가 전임의로 연수하였고 성애병원 내과를 거쳐 

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1990년에는 이동수가 

전임의로 있는 동안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수련

을 마친 김덕윤이 전임의로 함께 연수받고 경

희의대 교수 및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0년에는 김상은이, 1991년에는 최창운이 전

임의 연수를 시작하였고, 1992년에는 경희대학

교병원 내과 수련을 마친 양형인이 핵의학과 전

임의 연수를 마치고 경희의대로 돌아가 내과 류

마티스학 교수가 되었다. 1992년에는 부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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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전남대학교병

원 핵의학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정환정이 

전임의로서 주로 실험실에서 분자영상연구를 

하였고 원광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거쳐 

전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있다. 2002년 

아주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수련을 마친 황경훈

이 전임의 연수를 하고 가천의대 핵의학과 교수

로 부임하였으며, 같은 해 인하대학교병원 핵

의학과에서 수련한 김성은이 전임의 연수를 한 

후 원자력병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

원 핵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는 

소아과 전문의인 최미연이 전임의 연수를 하였

고 을지의대 대전을지병원 핵의학과 겸임 교수

로 부임하였다. 2005년에는 석주원이 부산대학

교병원 핵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 연수를 

하였으며 노원을지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거쳐 

중앙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으로 부임하였다.   

2) 병원 신축과 핵의학과 개설

서울대학교병원 신축은 1967년 11월 CMB 

(China Medical Board) 원조에 의해 병원설

계전문가 화이팅사무소가 설계에 착수하였고 

1968년 3월 16일 기공식을 가졌다. 당초 1972

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6년이 지연되어 

1978년 10월 16일, 착공 11년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고 13억의 당초예산은 289억으로 변모되

었다. 1969년 8월 고창순 교수, 11월 서일택이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1970년 고창순 

교수가 병원 종합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축

병원 건립에 참여하였다. 설계 초기인 1970년 

핵의학 담당 직원은 6명이었고 영상검사는 간

스캔, 레노그람 등 14종목, 검체검사는 T4 resin 

uptake만 시행하였던 데 반해, 실제 병원이 완

공된 1978년에는 영상검사 18종목, 검체검사는 

갑상선호르몬, 인슐린, 간염항원, 태아단백 등 

23종목으로 늘어났고 검사건수는 17,000건, 직

원도 15명으로 증원되었다. 이 때는 설계 당시

에 비해 동위원소를 이용한 영상검사, 특히 방

사면역측정검사가 본격적인 증가추세에 들어

섰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이 완공되

어 옮길 즈음에는 1층 1파트의 면적으로는 영

상검사만 이전할 수 있었다. 설계 당시에는 1

층 1파트 중간문 안쪽 6평 정도의 방이 방사면

역측정실로 계획되었는데, 이전 시의 상황으로

는 공간이 좁아 도저히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방 명칭을 종합조작실로 바꾸어 3단 싱

크대를 갖추고 영상검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

소 작업, 분배, 저장실로 사용하였고, 검체검사

실은 부근에 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분리되

게 되었다. 당시 3층 4파트는 산부인과 병실이

었으나 입구쪽 반은 병실로, 안쪽은 핵의학과 

검체검사실로 사용하게 되었고 핵의학과장실

이 그중 앞쪽에, 검사실은 뒤쪽에 자리잡게 되

었다. 몇 개월 후 산부인과 병실이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임상검사부 혈청검사실이 이전해 옴

에 따라 3층 4파트 전체가 검사실이 되었다. 

신축병원은 1978년 10월 16일 완공 되었으나 

각 과의 이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

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동위원소실의 주요 이전 

장비는 Pho Gamma III 감마카메라, 칼라스캐

너, 스펙트로스케일러와 우물형 감마선계측기

였다. 1979년 1월 중순 눈이 하얗게 내린 추운 

날씨에 비탈길을 통하여 기기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Pho Gamma III 감마카메라는 무

겁고 중요한 장비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조심스

럽게 이동하였다. 다른 기기들은 방사성동위원

소진료실 의국원과 직원들이 병원 서무과 직원

각 과의 이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

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동위원소실의 주요 이전 

장비는 Pho Gamma III 감마카메라, 칼라스캐

너, 스펙트로스케일러와 우물형 감마선계측기

였다. 1979년 1월 중순 눈이 하얗게 내린 추운 

날씨에 비탈길을 통하여 기기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Pho Gamma III 감마카메라는 무

겁고 중요한 장비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조심스

럽게 이동하였다. 다른 기기들은 방사성동위원

소진료실 의국원과 직원들이 병원 서무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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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하였다. 1978년 7월 16

일 서울대학교병원은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는

데 이때 동위원소실도 개편되었다. 병원 조직

도에 그동안 ‘동위원소실’로 되어 있었으나 특

수법인이 된 후에는 제1진료부 핵의학과(1978. 

8. 30.)와 제2진료부(1979.9.8)가 신설되었으

며 1984년 직제 개편이 되면서 핵의학과로 통

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

1984년 마닐라 대회 (23개국 300여 명의 회

원)에서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이문호 교수가 

회장으로 만장일치 의결되었다. 마닐라 대회 

당시 이문호 교수와 고창순 교수가 일본 핵의

학회 회장인 군마대학의 Nagai 교수로부터 일

본핵의학회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여 4년 후에 

열릴 서울대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약

속받았다. 

1983년 8월엔 유럽핵의학회 회장인 Biersack 

(독일 Bonn 대학) 교수를 만나 3차 아시아대양

주 핵의학회 지원 외에 공동 연구, 국내학생 유

학 주선 등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성공적

인 학회 준비를 위하여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조직위원으로 회장은 이문호교수, 부회장 박

수성 교수, 사무총장 고창순 교수, 재정 박용

휘 교수가 위임되었고 실무위원에 김병국 교

수, 조보연 교수(당시 핵의학부장), 이명철 교

수가 맡게 되었다. 일본내에서의 연자, 심포지

스트, 좌장 등의 핵의학 각 분야별 전문가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명철 교수를 1982년 

일본에 1주간 파견하어 동경의대 Iio 교수, 군

마대학 Nagai 교수, 일본국립방사선종합연구

소 Tateno 박사, 경도대학의 Torizuka 교수 그

리고 Chiba 대학의 Arimizu 교수를 만나고 와 

후보자 선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하여 5개의 회

의장에 서울대학교 내과 교실의 정준기, 장연

복, 김승택, 표희정, 김병태가 각각 조장을 맡았

고 전공의 오연상, 박석건, 문대혁, 이동수, 김

상은 등이 슬라이드 운영을 맡았다.

제3차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는 1984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25개 국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대회에 

참석한 나라별 인원은 일본 186명, 미국 58명, 

대만 17명, 호주 10명, 서독 10명, 인도 9명, 태

국 5명, 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3명, 이탈리아 

3명, 국내 203명 등이었다. 이중에는 1977년 노

벨 의학·생리학상을 받은 Rosalyn Yalow, 핵

의학 개척자이며 대부라고 알려진 제2차 세계

핵의학회장인 Johns Hopkins 대학의 Wagner 

교수, 제1차 세계핵의학회장 Ueda 교수 등도 

특별강연자로 참석했다. 제3차 대회에서는 특

별 강연 2연제, Plenary Session 6연제, 심포지

엄 49연제, 교육강연 7연제, 일반연제 227연제

(국내 42, 외국 185연제)를 발표하여 다채롭고

도 수준 높은 의학제전의 장이 되었다. 

특히 초청하기 어려운 노벨 의학·생리학 수

상자 Yalow 박사의 특강과 그가 좌장으로 직접 

참석한 방사면역측정법 심포지엄은 많은 회원

들의 갈채를 받아냈다. 그녀는 1년에도 몇 십 

차례의 해외강연 초청으로 각국의 의학 수준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다면서, 한국의 대

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학술대회라기보다 

국제학회의 성격을 띠고 있을 정도로 한국 핵

의학의 발전과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였다

고 덧붙였다.

하였다. 

조직위원으로 회장은 이문호교수, 부회장 박

수성 교수, 사무총장 고창순 교수, 재정 박용

휘 교수가 위임되었고 실무위원에 김병국 교

수, 조보연 교수(당시 핵의학부장), 이명철 교

수가 맡게 되었다. 일본내에서의 연자, 심포지

스트, 좌장 등의 핵의학 각 분야별 전문가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명철 교수를 1982년 

일본에 1주간 파견하어 동경의대 Iio 교수, 군

마대학 Nagai 교수, 일본국립방사선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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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에는 대회전 교육강좌가 있었고 오

후 4시30분에 성대한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

(사회: 최강원 교수)에서는 고창순 사무총장의 

개회선언, 이문호 회장의 타종 및 개회사에 이

어 김정례 보건사회부장관의 치사 그리고 문태

준 대한의학협회 회장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

날 저녁 선명회 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신라호텔 

영빈관 뒤뜰에서 환영연이 열렸다. 8월 28일에

는 성대하고 인상적이라고 해외참석 회원들이 

화제로 삼았던 공식 만찬이 선화예고 공연장에

서 리틀엔젤스의 공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30

일 하얏트 호텔 연회장에서 환송연을 개최하였

고 31일 폐회하였다.

Yalow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이문호 교수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

Wagner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고창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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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발전� 기반마련

1) PET 및 사이클로트론 도입

197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PET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도 소수이나마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핵의학 전공자들이 생기기 시

작하였다. 특히, 1981년 Johns Hopkins 병원

의 Wagner 교수가 11C-NMSP를 이용한 뇌 신경

수용체 영상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84년 Wagner 교수가 아시아

대양주 핵의학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명

철 교수가 같은 해 12월 PET에 관한 연구와 노

하우 습득을 목적으로 Johns Hopkins 병원으

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고, 이로부터 서울대학

교병원에서 PET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

되었다. 

1987년 이명철 교수의 귀국과 함께 PET 도입 

노력이 본격화되어, 이후 도입이 이루어질 때

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

은 두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당시 진료부원장

이던 고창순 교수(1986~1990)와 함께 병원 지

도부에게 PET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저에서 PET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명철 교수

가 원내외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을 하였다. 관

련 임상과의 주요 교수로 PET 센터 추진위원회

를 만들어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 시

기의 노력은, 매년 핵의학과 연례 업무보고에

서 PET에 대한 설명과 요구를 중심에 두었고, 

이명철 교수는 전세계 PET 현황을 설치일자까

지 조사하여 보고할 정도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노관택 원장(1990~1993)에 의해 PET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침

내 1993년 한만청 원장, 김광우 진료부원장에 

의해 최종 도입 결정이 이루어졌다.

1992년 OECF/L(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

관 재원으로 PET센터를 세우기로 추진되었

다. 구매를 위한 검토에서 스캐너는 Siemens의 

EXACT47, GE의 Advance, Posicam의 Auricle 

등이 고려되었고, 사이클로트론은 Ebco의 

TR13/8, Siemens의 RDS-112, NKK의 Oxford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최종적으로 1993년 8월

에 스캐너로 Siemens ECAT EXACT47이 선정, 

계약되었고 사이클로트론도 같은 해 10월에 

Ebco TR13/8 모델로 선정, 계약하게 되었다. 

이때 Ebco의 사이클로트론은 캐나다 국외에 처

음으로 설치된 사이클로트론이었다. 장비의 도

입가는 PET이 300만 $, 사이클로트론이 300만 

$, hot lab 설비가 150만 $ 가량으로 전체적으로 

750만 $에 이르렀는데, 1994년 당시 서울대학

교병원의 전체 세출이 1674억 원 가량이었다.

1993년 연말에 병원 본관 지하 전산실 위치에 

약 116평의 공간을 할당받아 차폐, 보강공사 등

을 포함한 공사를 시작하여 기계를 설치할 준

비를 하였다. 1994년 5월에는 PET scanner 설

치를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EBCO와 Triumf

에서 18F 생산용 타깃을 제공받아 원자력병원

의 도움으로 원자력병원의 사이클로트론에 연

결하여 18F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FDG를 수작업으로 합성하여 뇌종양 환자의 

촬영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FDG 

PET 영상이었다.

1994년 6월 15일에 많은 내빈들의 축하와 함

께 국내 최초의 PET센터 개소식을 거행하였고, 

이어서 MC Besozzi, H Fukuda, Y Sasaki, F 

Wong, T Suhara 등의 저명 초청연사로 구성

된 국제 PET심포지엄을 실시하여 한국에도 드

이해와 요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명철 교수

가 원내외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을 하였다. 관

련 임상과의 주요 교수로 PET 센터 추진위원회

를 만들어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 시

기의 노력은, 매년 핵의학과 연례 업무보고에

서 PET에 대한 설명과 요구를 중심에 두었고, 

이명철 교수는 전세계 PET 현황을 설치일자까

지 조사하여 보고할 정도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노관택 원장(1990~1993)에 의해 PET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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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본격적인 PET 시대 개막의 신호탄을 올

렸다. 

1994년 9월 Triumf의 J Vincent 박사의 협조

로 82Sr/82Rb-generator의 부품과 82Sr를 공급 받

아 82Sr/82Rb-generator를 병원에서 직접 제작하

여 82Rb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국내 최초의 82Rb 

심근 PET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9월에 사이클로트론 부품이 도착하기 시작하였

고 10월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11월 19일에는 1 

MeV 빔 인출에 성공하였다. 1995년 2월 2일에 

사이클로트론 가동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그로부터 본격적인 사이클로트론 가동으

로 FDG 생산을 하게 되었다. 1995년 5월에 

15O-water를 생산하여 뇌혈류영상을 촬영하

기 시작하였고, 1995년 6월에는 13N-ammonia

를 생산하여 심근혈류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

였다. 1997년 6월에 11C-methionine을 생산하

여 뇌종양 환자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

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여 18F-fluoroacetate, 18F-MISO, 18F-FETNIM, 

18F-fluoropalmitate, 18F- fluoroflumzenil, 18F-RGD, 

18F-benzo thiophene, 18F-benzylideneaniline, 

11C- acetate, 11C-raclopride, 11C-PIB, 11C-ser-

traline, 11C-ABP688, 11C-SCH23390 등의 합성

에 성공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것도 많다.

PET은 도입 초기 신경학 분야의 연구와 진료

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는데,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1994년에는 임상의사를 위

한 “PET Reference Book”을 발간하기도 하였

다. 이후 종양학 분야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였

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양 분야의 이용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95%에 이르고 

있다. 

2003년 10월에 시청각실 위치에 30평 공간

을 확장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첫 PET/CT 

(Philips Gemini)를 설치하였고, 2007년 10월

에는 새로 세탁실 위치에 30평 공간을 확장하

면서 PET/CT (Siemens Biograph 40)를 한 대 

더 설치하였다.

2005년 3월 2일 68Ge/68Ga을 국내 최초로 도

입하여 68Ga 표지 방사성의약품을 연구하기 시

작하였고 그 결과 68Ga-RGD를 개발하여 IAEA 

project로 폐암환자 임상연구를 남아프리카공

화국, 아르헨티나, 태국, 칠레, 인도 등이 참여

하는 국제 공동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FDG-PET 영상. 뇌종양 제거 후 FDG-PET

에서 재발이 발견되었다.

사이클로트론 가동식. (1995년 2월 2일)

면서 PET/CT (Siemens Biograph 40)를 한 대 

Ge/68Ga을 국내 최초로 도

Ga 표지 방사성의약품을 연구하기 시

Ga-RGD를 개발하여 IAEA 

project로 폐암환자 임상연구를 남아프리카공

화국, 아르헨티나, 태국, 칠레, 인도 등이 참여

하는 국제 공동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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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과목 독립 및 핵의학전문의 제도 시행

우리나라 핵의학이 지난 50여 년의 발전을 거

치면서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전문 진료과목으로 독립하고 그에 따라 핵의

학전문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적 기반을 확

보한 점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교수 및 동

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

였고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 추진배경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핵의학

은 영상검사, 검체검사, 치료 등 진료와 학술

활동 전반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질적 

향상은 상대적으로 늦어, 정도관리 부족, 양질

의 임상서비스 결여, 학술활동 부진 등의 문제

점을 드러내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원

인으로 핵의학을 전담하여 전공하는 인적 자원

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내과 또는 진단방사선

과에 소속되어 세부 전공으로 핵의학 진료와 연

구를 담당하는 체계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양

질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과가 아닌 상태에

서는 의료계 및 개별 병원에서 충분하고 원활

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새로운 전

공의나 전임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전문지식의 창달 기반을 갖출 수

가 없었다.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소정의 연수

교육 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발부해 주었으나, 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의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급면허여서 핵의

학 진료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은 되

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일찍이 이런 문제점과 필

요성을 인식하여 고창순 교수의 노력으로 1978

년 국내 최초로 병원 내 독자 진료과로 핵의학

과를 개설하였고, 이러한 진료과목 독립의 필

요성과 효용을 다른 어느 곳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 독립과 핵의학전

문의 제도 추진에 서울대학교가 주도적으로 문

제를 제기하고 관련 학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

었다.

  

나. 추진과정

① 제도의 필요성 제기 및 추진 초기

1986년 7월 대한핵의학회(당시 회장 박수성, 

부회장 고창순)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핵의

학전문의 제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9월 6일 제1차 전문의제도 워크숍을 개최하

여 전문의제도에 관한 세부사항 토의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서울대학교 

조보연, 정준기 교수와 홍성운, 임상무 동문을 

비롯, 김용기, 김지열, 염하용, 유형식, 이규보, 

이선화, 정규병, 정수교, 표희정 교수 등이 참여

하였다. 이어서 9월 27일에는 제2차 전문의제

도 워크숍이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당

시 국내외 핵의학의 현황을 비교하여 국내 핵의

학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또한 전문의제도 도

입과 병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핵

의학전문의 과정 개설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88년 1월 대한핵의학회 윈터 미팅에서 핵

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3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과가 아닌 상태에

서는 의료계 및 개별 병원에서 충분하고 원활

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새로운 전

공의나 전임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전문지식의 창달 기반을 갖출 수

가 없었다.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소정의 연수

교육 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발부해 주었으나, 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의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급면허여서 핵의

학 진료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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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문의 제도 워크숍이 열렸고, 여기서 핵의

학전문의 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듬해인 1989년 5월 드디어 학회 

평의원회에서 전문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

는데, 이 위원회는 당시 학회 재무이사이던 서

울대학교 이명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였고 정

준기 교수, 김종순, 김병태 동문과 손형선, 김창

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그 해 12월 핵의학전문의 제도 초안을 작성하

여 제출하였고 1990년 1월 29일 학회 실무이사

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 해 2월 9일 핵의학회 

원로 간담회에서 핵의학전문의 제도 초안을 검

토한 후 2월 23일 의협 학술국에 핵의학 전문과

목 신설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시키고 아울러 

관련 학회(방사선과, 내과, 임상병리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에서는 

1990년 11월 23일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관

하여 관련학회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사협회 및 보건사회부 정책 담

당자 등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분위기는 기본 

전문과목에 다른 전문과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의사협회 학

술국 책임자의 긍정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핵

의학전문의 제도 신설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② 전문의 제도 공론화 및 재추진

1992년에 들어 당시 핵의학회 이사장 이명철 

교수는 전문의 제도 재추진 노력을 보다 본격화

하였고, 이를 위해 이사장 직속 전문의제도 추

진전담위원으로 김종순 동문을 위촉하여 적극

적인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의료

법 시행규칙에 핵의학과가 진료과목으로 인가

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발견하고 진료과목 

인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먼저 추진

하여 1993년 3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1조 1항으로 핵의학 진료과목 인정이 공포되었

다(보건사회부령 제901호). 

1992년에는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산업의학

과 응급의학 전문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

사협회의 전문과목 신설을 불허 입장이 후퇴하

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대한핵의

학회에서는 7월 20일 대한병원협회와 보사부, 

의사협회에 핵의학 진료과목 설치를 요청하였

고, 그 해 8월 11일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관

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련학회, 의사협

회, 보건사회부와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지속

한 끝에 8월 보건사회부와 의사협회에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로써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8월 17일 의사협회에서 유관기관에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공청회 개최 건

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진단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와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핵의학과를 독립 전문과

목으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

을 표시하여,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의협신보에 

대한의학회에서 주최한 전문과목신설에 관한 공청회

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로써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8월 17일 의사협회에서 유관기관에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공청회 개최 건

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진단

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와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핵의학과를 독립 전문과

목으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

을 표시하여,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의협신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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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전국 의학계 원로 회원들

에게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호소문을 발

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1992년 9월 7일 의사협회, 대한핵의학회, 병

원협회, 23개 기본 전문과목 학회, 보건사회부 

관계자가 초청되어 신설 전문의제도(핵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 설치에 관한 의사협회 공

청회가 열렸으며, 여기서 이명철 교수가 핵의

학회를 대표하여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제안을 

하였다. 공청회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각 과목별

로 의사협회 3인, 병원협회 3인, 신설과목 제

안당사자들이 관련학회로 지정한 3개 학회대

표 각 2인씩 6인, 기타 관련학회 3인, 보건사회

부 3인, 의료계 원로 및 전문가 3인 등 총 24인

으로 구성된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가 열렸

다. 심의위원들에게는 해당 과의 1) 전문의 역

할과 기능 2) 사회적 및 정책적 요구도 3) 양질

의 의료제공 측면 4) 병원 내 역할과 기능분담

과 협조 5) 진료상의 독자성 6) 학문발전측면 7) 

기본 전문의제도와의 상치점 8) 의학교육측면 

9)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10) 인력수급 측면 등 

10개 항의 평가내용이 제시된 평가서를 배부하

여 각 항목별로 4등급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

였다. 최종판정은 최고, 최저 득점을 배제한 득

점이 70%를 넘을 때 전문과목의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의 평가

집계결과는 핵의학 25.46, 응급의학 22.22, 산

업의학 21.53점으로 핵의학이 제일 높은 점수

를 받았으나 70%인 28점에는 미치지 못하여 3

개 과목 모두 전문과목으로 신설이 부적합하다

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철 교수를 위시한 핵

의학회 임원진들은 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 회

원들을 모두 만나서 설득하였고 1992년 10월 

5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전문의 제도 신설에 

관한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핵의학전문의 제

도의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1993년 3월 11일 의사협회에서 재차 개최한 공

청회에서 핵의학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였으나,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관계 법규

개정안만 논의되고 신설 전문과목 허가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재확인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③ 전문의 제도 신설 확정

전문의제도 신설이 재차 수포로 돌아가긴 하

였으나, 직업병치료의 확대 및 질적 수준의 향

상 요구, 응급환자 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거센 사회적 요구로 산업

의학과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요

청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핵의학 분야에서도 전

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

다. 이어 1994년 1월 21일 대한핵의학회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전문 

과목 설치에 관한 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2

월 5일 핵의학회 winter meeting에서 세부사항

을 논의한 뒤 추진계획을 확립하여 시행하였

다. 그러나 4월 6일 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는 응급의학과목만 전문의제도 신설에 동의하

고 핵의학, 산업의학은 유보한다는 결정이 내

려졌다. 이에 5월 2일 핵의학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전문의제도 신설에 대한 재요청 공문을 의사

협회에 발송하였고, 드디어 6월 23일 의사협회

로부터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긍정적 입

장을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다.

1994년 8월 29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 입

법예고를 관보 제12802호에 공표하였고, 뒤이

어 3개 전문의 제도 신설안이 국무회의의 의결

였다. 최종판정은 최고, 최저 득점을 배제한 득

점이 70%를 넘을 때 전문과목의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의 평가

집계결과는 핵의학 25.46, 응급의학 22.22, 산

업의학 21.53점으로 핵의학이 제일 높은 점수

를 받았으나 70%인 28점에는 미치지 못하여 3

개 과목 모두 전문과목으로 신설이 부적합하다

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명철 교수를 위시한 핵

의학회 임원진들은 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 회

원들을 모두 만나서 설득하였고 199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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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3월에는 제1기 핵의학전공의로 서울대학

교병원 김석기, 삼성서울병원 최준영 동문 등

이 선발되어 수련을 시작하였다.

⑤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성공의 배경

한때 핵의학 전문과목 신설이 불가능한 것으

로 판단되어 학회 인정의 또는 분과 전문의 형

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학회 내외에서 있었

다. 그러나 1986년 학회에서 핵의학전문의제

도 도입 추진이 공식 결의된 이후 1996년 첫 핵

의학전문의가 탄생하기까지, 10여년의 기간 동

안 수 차례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

고 꾸준히 추진해 온 사람들의 열정과 이에 대

한 학회 원로, 회원들의 성원이 결국 전문의제

도 도입을 이루어낸 원동력이었다. 또한 그 과

정에서 학회 이사장 겸 전문의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명철 교수

를 비롯해 고창순, 정준기 교수 등 서울대학교 

교수진들과 김종순, 임상무, 김병태 동문 등 서

울대학교 핵의학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진료과목 독립과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은 

이처럼 서울대학교 핵의학이 선도하고, 대한핵

의학회 전반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뒷받침되

었으며, 그에 더해 정부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을 거쳐 1월 28일 보건복지부(1994년 12월 보

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개칭)에서 신설 전

문과목 설치를 위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에 관한 개정안(대통령제 14526호)”을 공포하

게 되었다.

④ 핵의학전문의 제도 신설 확정 이후 과정

핵의학전문의 제도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대

한핵의학회는 1995년 2월 winter meeting에서 

수련 및 자격인정, 학술 및 연수교육과정, 전

문의 시험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 세칙을 세부 

검토하여 학회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3월 의사협회로부터 제1차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에 관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응시자격, 1차 시험 면제 자격 요건 및 추정 

대상자수를 통보하였다.

한편 1995년 4월 핵의학회 실무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한 수련고시위원회를 결

성하였고, 정준기 교수, 김종순, 김병태, 양승오 

동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수련고

시위원회 주도하에 수련병원 자격 규정 및 전

공의 정원 책정 등 향후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

한 준비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수

련고시위원회에서는 연 10명 내외의 전공의 선

발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은 후, 전국 대학 및 

종합병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

을 비롯한 11개 병원에 각 1명씩 11명의 전공

의를 1차년도에 배정하였다. 핵의학 전문의제

도가 공포되고 실시 준비에 관한 틀이 완비되

어 감에 따라 핵의학회에서는 드디어 1995년 5

월 제34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관

계기관 내빈 및 학회원로 분들을 모시고 핵의학 

전문의 신설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다.

1996년 1월 제1차 핵의학전문의 시험이 치러

핵의학전문의 제도 신설제안을 보도한 신문(새건강신문 

1992.9.12)

정에서 학회 이사장 겸 전문의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명철 교수

를 비롯해 고창순, 정준기 교수 등 서울대학교 

교수진들과 김종순, 임상무, 김병태 동문 등 서

울대학교 핵의학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었음은 

진료과목 독립과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은 

이처럼 서울대학교 핵의학이 선도하고, 대한핵

의학회 전반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뒷받침되

었으며, 그에 더해 정부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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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의사협회 학술국, 유관 학회 등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낸 핵의학 50년사의 큰 

쾌거였다.

3) 핵의학교실 설립

가. 교실 설립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핵의학은 1960년 5월 30일 서울

의대 부속병원에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내과학교실

에 속하였다.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응용연구 

및 핵의학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1994년까

지 119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어느 단일 교실 못

지 않은 학문적, 교육적 성과를 내었다. 1993년 

의료법상 진료과목의 하나로 핵의학과가 인정

되었으며 1995년 1월에는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 신설되어 독자적인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였

다. 이때 이미 고신대학교, 경북대학교, 단국대

학교,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

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등에서 독립적

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필수교과목으로 

강좌가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국가고시

의 출제항목으로도 그 학문적 중요성이 인식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함께 기초 및 임상 각과

와 관련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는 핵의학 고유

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핵의학과가 진료를 위한 

병원내의 부서로 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연구

와 학생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

두되었다. 핵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은 내

과학교실 소속의 고창순, 이명철, 정준기, 이동

수 교수와 의공학교실 소속의 정재민, 곽철은 

교수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의과대학 학부과정 

핵의학교육은 본과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과학, 방사선과학 등 9개 과목에 흩어져 있

었고, 실습은 3학년 내과 과정에서 1.5일(9.5

시간) 방사선과 과정에서 2시간을 배정받아 시

행하고 있었다. 대학원 핵의학과정은 내과학의 

한 분과로서 설치되어, 3~5년에 한 번의 강좌 

기회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으로 당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제시 되었다.

①  기초지식의 교육 : 방사성동위원소 응용의 

기초개념 및 의학이용에 관하여 체계적으

로 교육하지 못하고 방법론에 대해 배울 기

회가 없으며, 임상 각과에 분산되어 단편

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②  임상교육 및 실습 : 핵의학 임상진료의 양

적 증가와 질적인 개선으로 실습교육 여건

은 개선되었으나, 진료 현장에서 학생교육 

및 실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③  연구방법의 교육 : 핵의학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서 갖추게 될 관련기

초 및 응용과학의 발전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교육할 기회가 없다.

④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연

구와 교육에 훈련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원 교육으

로는 핵의학 연구 방법론을 이용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교육할 전문연구 인

력을 양성할 수 없다.

⑤  임상진료 여건 : 임상핵의학의 진료건수와 

수준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상핵

의학의 전문적 교육과 병원지원의 임상연

구를 체계적 기초연구로 확장 심화할 여건

이 마련되지 않았다.

⑥  학제간의 협력 연구 : 2명의 박사후 연구

원(Post Doc)이 연구하고 있다. 이화대학

이러한 상황 변화와 함께 기초 및 임상 각과

와 관련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는 핵의학 고유

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핵의학과가 진료를 위한 

병원내의 부서로 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연구

와 학생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

두되었다. 핵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은 내

과학교실 소속의 고창순, 이명철, 정준기, 이동

수 교수와 의공학교실 소속의 정재민, 곽철은 

교수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의과대학 학부과정 

핵의학교육은 본과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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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약대, KIST, 포항공대와 공동연구중이

다. 1994년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내

에 약화학 및 공학 전공 교수를 확보하였

다. 서울의대 의공학교실, 이화여대 물리

학과,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등과 개별교

수수준에서 공동연구중이다. 이와 같이 연

구 주제와 프로젝트는 풍부하나 학제간 협

력연구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화할 학문단

위의 뒷받침이 없다.  

⑦  연구진 또는 국내과학자가 독자적으로 개

발한 첨단의료기계 또는 새로운 물질을 교

육된 핵의학 전문인력에 의해 임상진료에 

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학위를 

배출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갖춘 핵의학교

실을 독립시켜 고유의 핵의학 연구방법론을 이

용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후학을 교육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배출할 필요가 있었다.

나. 교실 설립 경과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이던 이명철 교수

가 1996년 5월 의과대학 연구부학장으로 발령

이 나면서 학내 봉사에 헌신하였고, 이에 따라 

핵의학과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에 동년 11월 이순형 학장의 제안에 따라 핵의

학교실 설립신청서를 고창순, 이명철, 정준기, 

이동수, 정재민, 곽철은 교수 연대로 올렸다. 동

년 12월 23일 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실인 내과

학, 진단방사선과학, 치료방사선과학, 임상병

리학, 의공학교실 주임교수에게 해당 교실의 

교육, 연구, 진료 등 제반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

는지 의견조회를 하였고 1997년 1월 10일까지 

당시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노경, 방사선과학

교실 주임교수 연경모,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주

임교수 하성환, 임상병리학교실 주임교수 박명

희, 의공학교실 주임교수 민병구 등이 모두 찬

성함을 회신하였다.

1997년 2월 3일 이순형 학장을 비롯하여 이

영우, 정명희, 김진규, 이명철, 백상호, 지제근, 

이진용, 김기환, 차창룡, 안윤옥 교수가 참여한 

1997년도 의과대학 1차 기획위원회에서 가정

의학교실과 함께 교실 설립을 가결하였다. 두 

교실이 10년 이상 진료단위로 존재하여 그 실

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법상 전문과

목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수요원 양성을 위

한 기능과 역할이 인정되어야 하고 교실 개념이 

학문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기능 및 행정적 단

위로 교실 인정이 이 분야의 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유관교실의 설립 

찬성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

1997년 3월 7일 72명이 모인 1997년도 제2

차 전체주임교수회의에서 핵의학과 및 가정의

학과의 교실 설립이 결의되었고 1997년 4월 8

일 68명이 모인 1997년도 제2차 전체교수회의

에서최종 결의되었다. 교실 초대 주임교수로는 

이명철 교수가 임명되었고 1998년 3월 교실 첫 

대학원생으로 김상은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

다. 교실 설립일을 정하라는 이순형 학장의 제

의에 이명철 주임교수는 고창순 교수 생신인 4

핵의학교실 신설을 보도한 신문(의사신문 1997.2.6) 및 교

실개설기념식

찬성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

1997년 3월 7일 72명이 모인 1997년도 제2

차 전체주임교수회의에서 핵의학과 및 가정의

학과의 교실 설립이 결의되었고 1997년 4월 8

일 68명이 모인 1997년도 제2차 전체교수회의

에서최종 결의되었다. 교실 초대 주임교수로는 

이명철 교수가 임명되었고 1998년 3월 교실 첫 

대학원생으로 김상은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

다. 교실 설립일을 정하라는 이순형 학장의 제

의에 이명철 주임교수는 고창순 교수 생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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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과 맞추어 그로부터 10일을 당긴 4월 10 일로 교실 설립일로 정하였다. 

 핵의학교실 동문회

대학원협동과정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 종양생물학협동과정 등 핵의학교실 소속의 대학원생 및 졸업자들이 늘어

났으나 이들은 교실 설립 이전의 의사 동문들의 모임인 동원회 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였다. 이에 2008년 

초 핵의학교실 동문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수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핵의학교실 동문회 설립이 결정되었다. 

2008년 9월 22일 이명철 교수의 회갑과 「고창순핵의학 제3판」 출판에 맞추어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서울대학

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동문회 창립총회 및 핵의학교과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당일 제정한 동문회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은 1) 핵의학교실에 봉직하였던 교원 및 현재 교원인 자, 2) 핵의학교

실에서 전공의 수련, 전임의 또는 박사후연수(postdoc) 과정을 마친 자, 3)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졸업자로서 핵의

학전문의로 활동하는 자, 4) 핵의학교실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 5) 핵의학교실에서 

전공의, 전임의 또는 박사후연수 과정 중이거나 핵의학교실 소속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석·박사과정 중인 자, 6)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 근무하였던 의료기사 포함)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였고, 동문회 설립 회원은 147명이 되었다. 초대 동문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김병태 교수를 총회에

서 선출하였으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교실 주임교수 이동수, 총무이사 강건욱, 간행이사 김석기, 재무이사 천기정

을 위촉하였다. 창립총회에는 총93명이 참석하였으며 경비는 참석 회원의 회비와 교과서 인쇄비로 충당하였다. 

제2회 동문회는 2010년 2월 9일 세종호텔에서 “2010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학교실 동문회 신년모임”으로 열

었으며, 이때 회원은 총 161명으로 늘었고 그 중 38명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은 이명철 교수의 3.1 문화상 수상을 

축하하고 답례하는 자리를 겸하였다.

▲ 동문회 창립총회에서 초대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병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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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의학교실� 세계화� 

1) 2006 세계핵의학회 개최

가. 유치 경위

1961년 대한핵의학회가 창립된 후 여러 학회

원들 및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교실원들의 노

력 및 업적을 밑바탕으로 대한핵의학회는 꾸준

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힘입어 국내로는 160

여명의 전문의가 120여 의료기관에서 활동하

고 국제적으로는 미국핵의학회 발표 논문수로 

세계 4위의 높은 국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

러한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우리나라 핵의학의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추

진하게 되었다. 

세계핵의학회 추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첫째는 제반 제도가 확립되어 세계핵의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고 둘

째, 새 천년에 즈음하여 국내 핵의학 분야에 새

로운 재도약의 원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특히, 핵의학의 발전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와의 경쟁 및 그에 따른 자구책 

강구 그리고 정책 구축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존하고 있는 핵의학관

련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

고자 대내외적인 협력 및 홍보를 위한 총체적인 

결집을 위해 대대적인 학술행사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명철 교수는 1984년 성공적인 제4차 아시

아대양주 핵의학회 개최 후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대양주 핵의

학회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 핵의학 대표자들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대한핵의학회의 세계핵의

학회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통해 다

른 나라 대표자들의 동의와 자문을 얻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1996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6차 아

시아대양주 핵의학회 때부터 세계핵의학회 유

치 및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Korean Night를 개

2000년 파리 유럽핵의학회 기간 중 열린 세계핵의학회 대표자회의에서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위해 설치한 부스에서 상의 중인 

이명철, 정준기 교수와 김병태 동문 

2000년 파리 유럽핵의학회 기간 중 열린 세계핵의학회 대표자회의에서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위해 설치한 부스에서 상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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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여 각국의 핵의학 대표자 및 석학들과 교

류를 활발히 하였다. 이후 각종 해외학회에 이

명철 교수와 정준기 교수가 활발히 참석하며 학

술활동과 동시에 각국의 저명 핵의학자 및 대표

자, IAEA, WHO 등의 국제기구 담당자들과 면

밀한 의견 교환 및 교류를 통해 서울대학교 핵

의학 및 한국의 핵의학을 널리 알렸다. 

1996년 교토에서 개최된 아시아대양주 핵의

학회 중간에 개최된 세계핵의학회 각국 대표자

회의에서 2002년 개최지 투표를 시행하였고, 

이때 당시 국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는 개최지 선정 경쟁에 지

원하였다가 개최지 투표에서 남미의 친구와 경

쟁하고 싶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략적으

로 후보를 사퇴하였다. 당시 후보 사퇴를 하면

서 2006년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

을 밝힌 후 출마포기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활발한 교류 및 홍보활동은 

2000년 9월 6일 프랑스 파리, 세계핵의학회 각

국 대표자 회의에서 차기 회장국 선출(이명철

교수)과 함께 2006년도 한국 유치 성공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국으로 이명철 교수가 

회장으로, 정준기 교수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

였다. 

나. 세계핵의학회 활동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

국으로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이

명철 회장은 세계핵의학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

하여 처음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현직회장, 재

정, 사무처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각 지역별 

회장, IAEA(1명), WHO(1명), Journal of World 

Nuclear Medicine 편집위원장, WRTC(World 

Radiopharmaceutical Treatment Council, 1명)

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Governing Council)

를 구성하였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세계핵의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각국을 방문하면서 각국

의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홍보 

및 관련 활동을 자문하고 독려하였다. 더불어, 

세계핵의학 지도자들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IAEA, EANM, SNM, WFNMB 회장들, 

WHO 대표자, 각국의 핵의학회장 등으로 구성

된 Global Cooperative Council을 구성하여 전

세계 핵의학관련 움직임이 상호간에 보다 긴밀

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력 활

동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 

핵의학 회원국의 핵의학 현황(인력, 장비, 검사 

건수 등) 데이터를 조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각국에 핵

의학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

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명철 회장 및 정준기 사무처장은 핵의학

계 주요 학회가 개최될 때마다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Coor-

dinating Committee, International Policy De-

velop ment Committee를 소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국의 핵의학 정책적인 이슈에 있

어서 현실을 파악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 연구

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핵의

학 연구 및 산업을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세계

핵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및 정책

을 제시하였다. 

다.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2006년 10월 22일서 2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

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COEX)에서 제

였다. 

나. 세계핵의학회 활동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

국으로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이

명철 회장은 세계핵의학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

하여 처음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현직회장, 재

정, 사무처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각 지역별 

회장, IAEA(1명), WHO(1명), Journal of World 

Nuclear Medicine 편집위원장, WRT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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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가 “세계핵의학의 

화합과 미래 도약(Global Harmonization and 

New Horizon of Nuclear Medicine)”이라는 주

제로 개최되었다.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이명철 

교수, 사무총장으로 정준기 교수, 학술위원장

으로 김병태 교수 등 서울대학교 핵의학 동문

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회는 총 68개국에서 3,688명이 참석하였

다. 대회기간동안 총 1,127개의 초록이 발표되

었다. 10월 13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이명철 회

장의 개회식으로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이 자

리에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

였다. 대회기간에 Scientific 프로그램으로 5개

의 plenary session, 15개의 심포지움, 24개의 

교육프로그램, 50개의 구연 세션이 진행되었

다. Strategic 세션으로 8개의 심포지움, 4개의 

합동 컨퍼런스, 2개의 satellite meeting, 2개의 

world summit이 있었다.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핵의학 동문 및 교실원

들이 적극 참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으로 국내 핵

의학에 대한 인식과 지난 50년간 서울대학교 

핵의학교실과 교실원들의 노력 및 업적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계, 

정부, 여타 학계 등에 핵의학에 대한 인식을 드

높이는 큰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한핵의학회 

및 서울대학교 핵의학교실이 국제적으로 인지

도를 드높이게 되었고 핵의학분야가 의학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밑

바탕이 되었다. 대한핵의학회 내적으로는 학회

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으며, 이러한 결집된 힘을 밑바탕으로 지속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협력 및 홍

보의 큰 계기가 되었다. 

2006년 세계핵의학회 개회 기념식 

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밑

바탕이 되었다. 대한핵의학회 내적으로는 학회

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으며, 이러한 결집된 힘을 밑바탕으로 지속

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협력 및 홍

보의 큰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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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 국제협력센터 지정

가. 유치 경위

핵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핵의학교실 독립 등

으로 다져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핵의학

과 및 교실에는 2004년 당시 1백여명의 직원이 

활동하였으며 연간 3만여건의 영상촬영, 55만

건의 검체검사, 1천건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

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매년 SCI 등재 국

제저널에 30~4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 핵

의학회 발표 연제 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수년

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적 발전과 더불어 서울대 핵의학의 

글로벌 리더십은 새 천년을 맞는 2천년대 초반

에 들어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명철 교수가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2002

년부터 세계핵의학회 회장을 맡고, 정준기 교

수가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 의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차례

의 지역단위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각종 

연수교육에 강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게 되었

다. 특히 정재민 교수팀이 개발한 188Re lipiodol

과 188Re-tin colloid 등의 방사성의약품을 IAEA

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 10여 

개국에 공급하여 간암, 관절염, 협심증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대 핵의학의 임상적, 학문적 역량

과 글로벌 리더십,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차에 이명철 교

수가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국제원

자력기구 부카트 사무차장으로부터 IAEA 협력

센터 설립을 제안 받았다. 

2004년 12월에 서울의대 핵의학교실이 IAEA

로 부터 전세계를 통틀어 유일한 ‘핵의학과 분

자영상’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을 받았으며 이

는 국내 핵의학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핵의학회 전시장 개회식

의학회 발표 연제 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수년

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적 발전과 더불어 서울대 핵의학의 

글로벌 리더십은 새 천년을 맞는 2천년대 초반

에 들어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명철 교수가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2002

년부터 세계핵의학회 회장을 맡고, 정준기 교

수가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 의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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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된다. 당시, IAEA는 원자력 개발과 응용

활동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마다 세계

적으로 우수한 10개 기관을 협력센터로 지정하

였으며 그 중 핵의학·분자영상분야에서 전세

계적으로 유일하게 서울의대 핵의학교실을 협

력센터로 선정한 것이다(초대 센터장: 정준기 

교수). 

그 이듬해인 2005년 5월 24일에는 협력센터 

개소식 및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서울대병

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가졌는데, 서울대 이호

인 부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과 M. Dondi 국제원자력기구 핵의학섹션 

책임자의 축사, Y. Sasaki 일본 방사성의학총합

연구소 소장의 특강, 정재민 교수와 이동수 교

수의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 국가 특히 

후진국에 보급하여 핵의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교육연수센터

로의 역할을 맞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핵의

학교실의 전임교수 정원이 추가되어 이동수 교

수가 전임교수로 임용되게 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매년 6~7명의 외국인 의

사 및 핵과학자, 방사선사들이 국제원자력기구 

및 각국 정부 지원을 받아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에 파견되어 선진 핵의학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2009년까지 총 8 개국 31 명의 외국인 연수). 

또한 정재민 교수 팀에서는 68Ga-NOTA-RGD

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IAEA에서 지원하는 

폐암 신생혈관영상 다국가 임상 연구에 참여하

는 5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동수 교수가 

2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협력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호인 부총장

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IAEA에서 지원하는 

폐암 신생혈관영상 다국가 임상 연구에 참여하

는 5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동수 교수가 

2대 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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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를 통한 국제 연수생

Year Name Country Date

2002

Dr. Alexius Y Joe Germany 2002. 06. 10 - 2002. 08. 10

Anthony Michael Migura USA 2002. 06. 29 - 2002. 08. 08

Muh. Naeem Pakistan 2002. 08. 31 - 2002. 10. 31

Dr. Cetin Onsel Turkey 2002. 10. 13 - 2002. 10. 18

2003
Omur Carikci Turkey 2003. 03. 22 - 2003. 04. 04

Muhammad Aleem Khan Pakistan 2003. 09. 01 - 2003. 10. 31

2004

Dr. Jasna Mihailovic         Serbia 2004. 05. 20 - 2004. 05. 24

Dharmendra Harichandra Malaysia 2004. 08. 01 - 2004. 08. 08

Mohd Farid Isa Malaysia 2004. 08. 01 - 2004. 08. 08

Nguyen Tan Chau Vietnam 2004. 10. 01 - 2004. 12. 31

Dr. Vladimir Obradovic Serbia 2004. 10. 18 - 2004. 10. 29

Dr. Ozcan Senmevsim Turkey 2004. 10. 03 - 2004. 11. 01

Thi Minh Bao Pham Vietnam 2004. 10. 31 - 2004. 11. 05

2005

Ms. Thi Minh Bao Pham Vietnam 2005. 04. 06 - 2005. 04. 16

Dr. Dinh Noc Duy Vietnam 2005. 04. 06 - 2005. 04. 16

Dr. Sunil Chopra Malaysia 2005. 09. 01 - 2005. 12. 31

Md Salim Abd Talib Malaysia 2005. 09. 25 - 2005. 12. 26

Dr. Khalida Khurshid Pakistan 2005. 11. 07 - 2006. 05. 06

Dr. Afaq Qureshi Pakistan 2005. 11. 21 - 2005. 12. 05

Mr. Viet Truong Van Vietnam 2005. 12. 12 - 2005. 12. 16

Dr. Tran Duy Anh Vietnam 2005. 12. 04 - 2005. 12. 18

2006

Dr. Jasmine Ara Haque Bangladesh 2006. 09.18 - 2006. 12. 17

Ms. Kanaungnit Kingpetch Thailand 2006. 11. 01 - 2007. 01. 31

Mr. Sanya Pasawang Thailand 2006. 11. 01 - 2007 .01. 31

Dr. Vera Artiko
Serbia & 

Montenegro
2006. 10. 27 - 2006. 11. 19

Dr. Dragana Sobic-Saranovic
Serbia & 

Montenegro
2006. 10. 27 - 2006. 11. 19

2007
Dr. Nam Vo Khac Vietnam 2007. 09. 27 - 2008. 01. 26

Dr. Diem Duong Phu Triet Vietnam 2007. 09. 27 - 2008. 01. 26

2006

Dr. Jasmine Ara Haque

Ms. Kanaungnit Kingpetch

Mr. Sanya Pasawang

Dr. Vera Artiko

Dr. Dragana Sobic-Saranovic

2007
Dr. Nam Vo Khac

Dr. Diem Duong Phu Tr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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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Country Date

2007

Mr. Le Doan Pha Vietnam 2007. 07. 16 - 2007. 7. 20

Mr. Huu Tan Vuong Vietnam 2007. 07. 16 - 2007. 7. 20

Mr. Hoa Binh Pham Vietnam 2007. 10. 17 - 2007. 10. 23

Mr. Durr-E Sabih Pakistan 2007. 11. 19 - 2007. 11. 30

Mr. W. Keerthi Kumara  Sri Lanka 2007. 12. 02 - 2007. 12. 14

2008
Mr. Pham Hong Phuc Vietnam 2008. 05. 06. - 2008. 10. 05

Dr. Ab.Aziz. Aini Malaysia 2008. 06. 09 - 2009. 02. 28

2009
Mr. Nguyen Ngoc Duong Vietnam 2009. 05. 18 - 2010. 10. 17

Dr. Tanzeel Zehra Pakistan 2009. 06. 15 -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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