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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50년사



�� 진료

서울대학교병원의 핵의학 진료는 1959년 8월 

이문호 교수가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하여 갑상

선 섭취율, 배설율을 연구하고 갑상선기능항진

증에 대해 치료를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1960

년 5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방

사성동위원소진료실이 개설됨으로써 진료가 

본격화되었고, 그 이후 서울대학교 핵의학은 

지난 50년간 진료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해 

왔다.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 진료는 크게 갑

상선 질환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체내 영

상검사, 체외 검체 및 생리학적 검사의 세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초기부터 현

재까지 지속적 발전을 이어 오고 있다. 

1960년대는 태동기로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료를 시작한 시기로서 1959년 저용량 

131I을 이용한 갑상선 치료가 처음 시작되었다. 

1961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서울대(농과대

학,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경북대, 전남대, 원

자력청 등 6개 기관에 당시 금액으로 $107,226

에 해당하는 장비를 기증하였는데, 이 때 들

어온 Tracerlab의 scintiscanner(dot scanner), 

well-type scintillation counter, survey meter, 

uptake system 등이 핵의학 진료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 정착기에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인 

핵의학 진료가 시작되었다. 치료 측면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오드 치료가 본격

화되었다. 1969년 최초의 감마카메라 도입으로 

뛰어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연속검

사 형태로 기초적인 동적스캔을 시행할 수 있

게 되었다. 1969년 방사면역측정법 첫 도입 이

후 1971년 scintillation gamma counter가 도입

되어 검체검사가 본격화되었고, 키트를 이용한 

검체검사로 발전했다. 1978년 7월 15일 방사성

동위원소진료실이 제2진료부 핵의학과로 승격

되고 1979년 1월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완료하

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 발전기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임

상진료의 틀이 갖추어졌다. 1979년 99mTc 발생

기가 이용되기 시작했고, 1979년 감마카메라와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어 동적(dynamic) 스

캔이 가능해졌다. 1986년 SPECT 검사를 시작

했으며, 80년대 후반 뇌단락기능검사, 고환스

캔 등 다양한 특수검사가 정착되었다. 1986년

에는 어린이병원 내 핵의학검사실이 개설되었

다. 검체검사는 검사 종목의 확대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방사수용체 검사도 시작되었다. 

치료 분야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고용량 치료

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치료 환자도 꾸준히 증

가하였다.

1990년대 도약기에는 진료 장비와 체계의 현

대화, 정밀화가 이루어졌으며 PET이 최초로 도

입되었다. 1990년 삼중 헤드 감마카메라 등 이

중, 삼중 헤드 감마카메라가 일반화되었고 영

상 및 검체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검체

검사는 1990년부터 시행된 외부정도관리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진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

으로 연중무휴검사 시스템, LAN을 이용한 결

과 조회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 1994년 국내 

최초의 PET과 사이클로트론을 도입하여 PET 

검사를 시작하였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1998년 치료병실이 핵의학과 소속으로 변경되

었다.

2000년대는 임상진료의 안정화와 새로운 도

전의 시기로서, PET이 급격히 확대되어 핵의학 

uptake system 등이 핵의학 진료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 정착기에 들어서면서는 본격적인 

핵의학 진료가 시작되었다. 치료 측면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오드 치료가 본격

화되었다. 1969년 최초의 감마카메라 도입으로 

뛰어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연속검

사 형태로 기초적인 동적스캔을 시행할 수 있

게 되었다. 1969년 방사면역측정법 첫 도입 이

후 1971년 scintillation gamma counter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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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한 축으로 성장한 반면 일반영상과 검

체검사는 이전 시기 급격한 성장 후 점차 정체 

양상을 보였다. 2005년 핵의학 전면 PACS가 시

작되었다. 2003년, 2008년 PET/CT가 도입되었

으며, 2006년 FDG PET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에 포함되어 검사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FDG 

이외의 PET 이용은 아직 제도 확립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검체검사는 종양표지자 검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체 상

태이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는 갑상선암의 급

증에도 불구하고, 치료병실을 확장하지 못하여 

치료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양적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03년 분당서울대병원, 2008년 보

라매병원에 각각 핵의학과가 설치되었다.

1) 갑상선 진료 및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갑상선 질환 환자의 진료와 방사성요오드 치

료는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핵의학의 초창기부

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

요한 핵의학 진료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1957년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귀국한 이문

호 교수는 1959년 방사성요오드 섭취율 측정과 

치료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때 시작된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

선결절, 암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 mCi의 치료

용량을 사용했으며 통원 및 자가격리 치료 방식

이었다. 1970년대까지는 연간 100여 명 가량의 

환자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 받았고, 방

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진료 받은 갑상선질

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례로 1965년

에는 431명이 진료를 받고 110명이 방사성요오

드 치료를 받았다.

1978년 병원신축과 더불어 핵의학과가 독립

하고 124병동 11, 12호실에 치료방사선과와 함

께 이용할 수 있는 차폐병실이 마련되면서 고

용량을 포함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가 본격

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500여 건

의 외래치료(5~30 mCi)와 100여 건(100 mCi 

이상)의 입원치료가 시행되었다. 영상 및 치료

에 사용한 131I 사용량은 1979년 1,175 mCi에서 

1985년 6,241 mCi, 1990년 7,565 mCi로 증가

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의학과의 독립(1993년)에 따

라 진료가 급증하였다. 2000년 131I 사용량은 

40,990 mCi로 1990년의 5배가 넘었다. 이명철, 

정준기 교수의 외래 진료도 독립진료과목인 핵

의학과 외래로 변경 개설되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건수가 더욱 증가하여 1996년 연간 700여 

건에 이르렀다. 이 시기 연간 10여 건 이내로 많

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가 시

행되었는데 196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32P 치

료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131I-MIBG, 89Sr 치료 

등이 시행되었다. 1998년 124병동 11호실에 대

해 관련 법규에 맞추어 별도 정화조 설치 공사

를 시행하였다.

정준기 교수의 외래 진료도 독립진료과목인 핵

의학과 외래로 변경 개설되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 건수가 더욱 증가하여 1996년 연간 700여 

건에 이르렀다. 이 시기 연간 10여 건 이내로 많

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가 시

행되었는데 1960년대 이래 계속되어 온 32P 치

료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131I-MIBG, 89Sr 치료 

등이 시행되었다. 1998년 124병동 11호실에 대

해 관련 법규에 맞추어 별도 정화조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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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팬텀 측정모습(이문호, 대한내과학회지, 1961년)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갑상선암이 급증

하면서 방사성요오드 치료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30 mCi 이하 저용량을 사용하는 

외래 치료 환자가 1680명, 입원 병실 제약에도 

불구하고 100 mCi 이상을 사용하는 입원환자

는 226명으로 급증하였다. 131I 사용량도 2009

년에는 80,402 mCi에 이르렀다. 2007년 강건

욱 교수가 이임해 오면서 외래를 추가 개설하

였고, 2010년 병원내 암센터 개원에 따른 센터 

중심 진료 체제로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갑상

선 센터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0년대에

는 90Y-Zevalin 치료가 추가되어 연간 3~6건 가

량 시행하였고, 90Y-microsphere 다기관 임상

시험에도 참여하였다.

입원 병실 확충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늘리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

이자 과제였다. 점차 엄격해진 방사선 관리 기

준으로 인하여 대형 정화조와 방호시설이 요구

되었으나 저수가로 인해 병원 측의 시설 투자

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2007년 학회 보험이사

이던 이동수 교수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와 함

께 치료병실 원가산정 작업을 벌여 보고하였고 

2008년 마침내 수가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원내

에 치료 병실을 추가하지는 못하였다. 암센터 

신축 시에도 치료병실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반

영되지 못하여, 2010년 현재 기존 치료병실의 2

인실 전환을 추진 중이다. 

갑상선 질환 진료 및 방사성동위원소 연간 치료 건수

 연도
갑상선질환

(외래)

갑상선질환

(입원)

131I

(외래)

131I

(병실)
32P

131I 

MIBG
89Sr  

90Y- 

Zevalin

1967 533 123

1970 776 3

1975 4,129

1980 137 2

1985 214 3

1990 367 9

1995 458 45 430 8 7 10

1998 1,016 394 597 4 3 2

2004 1,784 342 888 29 3

2007 2,329 368 1,278 217 1 6 6

2009 2,228 395 1,680 226 1 2 3

1990

1995 458

1998 1,016

2004 1,784

2007 2,329

20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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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장비, 최초의 검사

  변방의 과학기술 수입국에서 세계 수준의 핵의학 중심국으로 변모해 온 우리나라 핵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국내 최초의 

장비 도입, 검사 실시 등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자본 투자나 흥미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대한 경쟁적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은 서울대학교와 대구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를 다투었다. 1959년 대구동산병원 내과의 

도상희 과장이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였으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에 관한 법령 제정을 기다리며 1년여가 경과하

였고, 결국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1960년 3월 30일 첫 치료를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생리학교실 조교이던 이

상돈이 1955~1957년 Minnesota 대학에 석사과정 유학 후 귀국하며 섬광계수기를 들여왔고 1959년 8월 이문호 교

수가 1년차 전공의 고창순과 함께 생리학교실의 이 장비를 이용하여 갑상선 검사와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1년 도상희 과장은 대한의학협회지(4권 1호)에 정상인 150명 및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방

사성요오드섭취율과 함께 그레이브스병 치료 증례 9례를 보고하였고, 이문호 교수 등은 같은 해 대한내과학회지(4권 3

호)에 갑상선암 2례를 포함한 144례의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때 치료용량은 7 mCi 전후였고 갑상

선암 2례에는 각각 10 mCi, 36 mCi를 투여하였다. 이후에도 갑상선암에는 30~120 mCi를 사용하였는데, 1978년 

고창순 교수의 자문을 받아 원자력병원의 홍성운 동문이 150 mCi, 200 mCi의 용량으로 사용량을 확대했다.

  검체검사와 생물학적 검사용 임상 장비로는 1961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기증으로 1961년 6개 기관에 들어 온 

Tracerlab의 thyroid uptake 측정 시스템과 우물형섬광계수기가 최초의 것이다. 연구용 장비로는 서울의대 생리학

교실의 이상돈 교수가 Minesota 대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우물형계수기가 있었고, 1959년 이문호 

교수의 주선으로 당시 전공의이던 고창순이 이를 이용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는 혈액량 및 적혈구수명측정(1964

년), 총 T4 방사면역측정(1970년), T3섭취율 및 키트를 이용한 T4 검사(1974년), T3와 AFP(1976년), HBsAg과 

Insulin(1977년) 등이 고창순 교수의 주도에 의하여 국내 최초 임상검사로 시작되었다.

  핵의학 영상장비로 rectilinear (dot) scanner도 1961년 들어 온 Tracerlab 장비가 국내 최초의 것이다. 1963

년에는 color photo가 가능한 dot scanner인 Picker의 Magnascanner가 고창순 교수에 의해 방사선의학연구소

(현 원자력병원)에 최초 도입되었다. 영상장비가 dot scanner에서 감마카메라로 바뀌었을 때, 최초로 도입된 감마카

메라는 방사선의학연구소에 도입된 Picker의 DynaCamera와 서울대학교에 들어 온 Nuclear Chicago의 Pho-

Gamma III였다. 당시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장비를 먼저 발주, 도입하였으나 고창순 교수가 1969년 8월 서울대학교

로 옮겨 오면서 서울대학교의 장비가 먼저 본격 가동되게 되었다. SPECT용 감마카메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최초로 도

입된 것은 1986년 도입된 Siemens의 ZLC-75 Rota였는데, 이 장비는 원래 이중헤드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예산문

제로 dummy head를 가진 단일헤드 장비로 도입되었다. 다중헤드 감마카메라 도입은 이명혜 동문의 서울아산병원이 

선도하였는데, 1989년 개원 당시 이중헤드 장비인 Siemens의 BodyScan을 도입하였고 수해를 입은 후인 1991년

에는 국내 최초의 삼중헤드 SPECT 감마카메라인 Trionix의 Triad88을 도입하였다.

  PET은 서울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이 비슷한 시기에 도입 경쟁을 벌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93년 말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1994년 5월 PET 설치를 완료하였고 삼성서울병원은 7월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서울대학교가 무리 없

이 국내 최초 위치를 차지하는가 싶었으나 EBCO의 사이클로트론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한 124I로 정준기 교수가 직접 124l anti-CEA Ab 스캔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핵심인 FDG를 

생산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정재민 교수가 캐나다를 방문, 18F target을 직접 구해 와서 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에 장착해 18F을 생산하였고, 이로써 18F bone PET, 뇌종양 환자의 FDG PET 영상 등을 얻어 6월 15

일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이클로트론이 정상화된 1994년 11월까지 한동안은 82Rb 

발생기를 이용해 심근 PET 영상만을 시행하여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PET과 사이클로트론 모두 무리 없이 설치되어 

자체 생산한 FDG로 7월 14일 첫 PET 영상을 얻었고 1994년 11월 9일 정식 개원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95년 

2월 2일 사이클로트론 가동 기념식을 가졌다.

  PET/CT는 서울대학교가 약간 뒤처진 분야였다. 국내 첫 PET/CT 도입은 2003년 2월 임상무 동문의 원자력의

학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울대학교에는 이후에도 여러 군데 더 설치가 된 다음인 2003년 11월 본원과 강남센터에 

Philips의 Gemini 장비가 동시 도입되었다.

  또 다른 새로운 장비인 PET/MRI는 서울대학교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 경 암센터 개설과 더불

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l anti-CEA Ab 스캔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핵심인 FDG를 

F target을 직접 구해 와서 원자력의학원의 

F bone PET, 뇌종양 환자의 FDG PET 영상 등을 얻어 6월 15

일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이클로트론이 정상화된 1994년 11월까지 한동안은 82Rb 

발생기를 이용해 심근 PET 영상만을 시행하여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PET과 사이클로트론 모두 무리 없이 설치되어 

자체 생산한 FDG로 7월 14일 첫 PET 영상을 얻었고 1994년 11월 9일 정식 개원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95년 

  PET/CT는 서울대학교가 약간 뒤처진 분야였다. 국내 첫 PET/CT 도입은 2003년 2월 임상무 동문의 원자력의

학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울대학교에는 이후에도 여러 군데 더 설치가 된 다음인 2003년 11월 본원과 강남센터에 

  또 다른 새로운 장비인 PET/MRI는 서울대학교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 경 암센터 개설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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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내 영상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시기 : 1960~1978

1961년 도입된 Tracerlab의 scintiscanner 

(dot scanner)가 최초의 영상장비로서, 이 장

비를 이용해 최초로 198Au 콜로이드를 이용

한 간 스캔과 갑상선 스캔 등을 얻었다. 1964

년에는 131I hippuran을 이용한 신장기능검사

(renogram)와 51Cr RBC를 이용한 비장스캔도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고창순 교수가 원자력병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임하는 것과 더불어 최초의 감

마카메라인 Pho-Gamma II (Nuclear Chicago)

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영상의 해상력 향상은 

물론 인체 생리 상태의 ‘동적’ 진단이 시작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

담도 연속영상, 뇌영상, 심장 연속영상, 신장 연

속영상 등의 진단법이 시작되어 날로 그 이용

이 확대되었고, 1965년 703건에 불과하던 영상

검사는 1970년 1,793건으로 급증하였다. 이 당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상검사는 갑상선, 

간, 신장이었고, 1970년대 중반 뼈 스캔이 도입

되었다.

나.  신축 병원 이전, 핵의학과 개설 및 성장 : 

1978 ~ 1994

1979년 1월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완료하면

서 새로운 영상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Picker의 PDP 11 컴퓨터 시스템과 Dyna 4/15, 

Ohio Nuclear의 Sigma 410과 Sigma 420, 그리

고 Pho-Gamma III 등이 도입되었다. 이 가운

데 PDP 11 컴퓨터 시스템은 동적검사(dynamic 

study)를 시행할 수 있어 새로운 계기가 된 장

비인데, 이때부터 심장의 single pass, 심박출률 

검사 등 구미의 선진화된 검사를 대부분 국내에

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컴퓨터

의 응용으로 동적검사만이 아니라 영상의 정량

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기능 측정의 진일보를 가

져왔다. 또한 1979년은 99mTc 발생기를 수입하

기 시작하여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춘 해이기도 

하다. 1980년에는 8,417건의 영상검사를 시행

하였고, 갑상선, 간, 신장에 더해 심장과 뼈 스

캔이 중요한 검사가 되었다. 검사의 종류는 꾸

준히 증가하여 1982년에는 67Ga 스캔 및 201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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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스캔, 게이트 혈액풀 스캔 등을 시작하였

다.

1986년 감마카메라가 확충되면서 최초로 

SPECT가 가능한 감마카메라인 Siemens의 

ZLC-75 Rota가 도입되었다. 이 카메라는 원래 

설계 상 이중 헤드 감마카메라였는데 예산 부족

으로 인해 한쪽은 dummy head인 상태로 도입

되었다. 그러나 SPECT는 뇌, 심장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영상검사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

다. 198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갑상선과 간이 

가장 중요한 검사부문이었는데, 일례로 1985년 

갑상선과 간 스캔이 전체 건수의 65%를 차지하

였다. 1986년에는 전체 영상검사 14,699건 중 

간 스캔이 6,481건, 44%로 최고에 이르렀으나 

이후 초음파와 CT의 발전으로 간 스캔은 점차 

감소하였다. 1985년 10월에는 소아 핵의학검사

실이 설치되어 어린이에 대한 검사 지원을 강화

하였다. 이때부터 핵의학 검사의 양적인 확대

와 함께 질적인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정도관리업무를 정례화하여, 감마카메라 기기

점검(매일)과 방사성의약품 조제 후 방사크로

마토그라피를 시행하였다. 

1988년에는 골밀도측정기(bone densito me-

try)를 도입하여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였고, 특

수 분야의 검사가 신규 검사로 활발히 추가되

어 뇌 단락기능검사(shunt function test), 살핑

고그램(salphingogram), 피노그램(penogram) 

등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뇌 

SPECT와 심근 SPECT가 일상 검사로 시행되었

점검(매일)과 방사성의약품 조제 후 방사크로

마토그라피를 시행하였다. 

1988년에는 골밀도측정기(bone densito me-

try)를 도입하여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였고, 특

수 분야의 검사가 신규 검사로 활발히 추가되

어 뇌 단락기능검사(shunt function test), 살핑

고그램(salphingogram), 피노그램(penogram) 

등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뇌 

SPECT와 심근 SPECT가 일상 검사로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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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Pho Gamma 카메라 앞에서 작업 중인 서일택

신축병원으로 이전하며 도입된 ON410



고, 1990년에는 미국 NIH에서 연수하고 귀국한 

정준기 교수의 노력으로 항CEA 항체, 항과립구

(anti-NCA) 항체 등 단일클론항체를 방사성동

위원소 표지한 방사면역신티그라피를 임상에 

응용하고자 시도하였다. 1991년에는 뼈 스캔, 

심근 SPECT 등의 검사 수요가 늘어 적체가 심

해짐에 따라 야간에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대

기일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1990년 이동수 교수의 합류로 뇌, 심장 영

상 검사가 더욱 성장하였다. 1994년 다중헤

드 감마카메라인 Prism 2000(이중 헤드)과 

Prism 3000(삼중 헤드)이 설치되어 SPECT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1995년에는 Diamox 뇌관

류 SPECT, 게이트 심근관류 SPECT를 실시하

였다. 1995년 연간 검사건수는 16,932건이었는

데, 뼈스캔이 크게 성장하여 가장 많이 시행한 

검사가 되었고 뇌와 심장 검사의 비중도 높아졌

다. 갑상선 검사는 여전히 증가 추세였으나 간 

스캔이 대폭 감소하였다.

다.  PET 도입 및 체내 검사의 안정적 발전 : 

1994 ~

1994년 국내 최초의 PET인 Siemens의 ECAT

이 설치되어 6월 15일 개소식을 열었다. EBCO

社의 사이클로트론은 설치가 지연되어 11월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1995년 2월 2일 가동 기념

식을 가졌다. FDG PET이 가장 중요한 검사였

으나 18F, 11C, 15O, 13N을 이용한 다양한 검사

도 시행되었는데, 설치 다음 해인 1995년 한 해 

473건의 PET 검사를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신

경과, 정신과적 질환에서 PET 이용이 많아 약 

30~40% 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신

경 정신 질환에서의 PET 이용은 정체 상태인

데 반해 종양 분야에서의 PET 이용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PET 검사의 95% 이상

이 종양에 대한 FDG PET 검사였다. 1998년부

터 FDG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삼성서울병원과 

상호 판매하였고 2000년 이후 PET 설치 병원이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다. 다양한 PET이 

진료용, 연구용으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 신의

료기술에 대한 제도 정비 이후 임상 진료용으로

더욱 활성화되었고 1995년에는 Diamox 뇌관

류 SPECT, 게이트 심근관류 SPECT를 실시하

였다. 1995년 연간 검사건수는 16,932건이었는

데, 뼈스캔이 크게 성장하여 가장 많이 시행한 

검사가 되었고 뇌와 심장 검사의 비중도 높아졌

다. 갑상선 검사는 여전히 증가 추세였으나 간 

스캔이 대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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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도입된 다중헤드감마카메라 

Prism 3000 앞에서 곽철은 교수, 김종

호 전임의, 이명철 교수, 서일택 기사장, 

조규진 수석기사, 이인원



는 FDG와 11C-methionine만이 생산, 시행되고 

있으며, 18F-FLT와 18F-FP-CIT는 구입하여 검사

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에는 1층 핵의학 검사실의 리모델

링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

었다. 2001년 병원 PACS 도입과 더불어 핵의

학 PACS가 시작하였고 2005년 필름 없는 전

면 PACS를 시작하였다. 2003년 서울대학교병

원 최초의 PET/CT인 Philips의 Gemini가 본원

과 강남헬스케어센터에 각각 도입되었고, 2006

년 FDG PET 보험 급여 시행 이후 폭증한 검

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1

월 Siemens의 Biograph가 추가 도

입되어 검사 대기를 해소하고 임상 

서비스를 강화했다. 늘어난 임상 수

요에 대응해 2007년 강건욱 교수가 

국립암센터에서 이임해 오면서 의

사 교수 정원도 5명으로 늘어났다. 

소아 핵의학 검사실은 2007년 감마

카메라 1대를 추가 도입하였고, 2008년 어린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4층으로 검사실을 

이전하였다. 2008년 심근 SPECT 전용 장비인 

Philips의 CardioMD가 도입되었다.

2011년 개설 예정인 암센터와 2012년 개설 예

정인 심장뇌혈관센터 기획에 적극 참여하여, 

암센터에서는 ‘종양영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영상의학과와 공동 진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

며 이러한 협력 체계 아래 PET/MRI 도입이 추

진되었다. 중장기적으로 병원의 지하공간 개발 

계획이 본격화하면 영상검사 부문을 포함해 과

2001년 PET 판독 중인 정준기, 여정석 교

수와 김유경, 이호영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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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PET 스캐

너인 ECAT. 정준기, 이명철, 곽철은 교

수, 서일택 기사장



의 시설을 지하공간 내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

진 중이다.

3) 체외 검체검사

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시기 : 1960 ~ 1978

서울대학교 핵의학 체외 검체검사의 시작

전체 영상검사건수 현황

연도  갑상선 소화기계 비뇨기계 뇌신경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PET   기타   합 계

1965   541    38   124     0     0      0      0      0     703

1970   776   715   227    47    28      0      0      0    1,793

1975  1,114    88   144    15     3      1      0      0    1,365

1980  2,466  3,886   573    31   740    721      0      0    8,417

1985  3,093  6,117   840    52  1,510   2,444      0    108   14,164

1990  3,410  1,009  1,068   687  1,639   4,661      0    133   12,607

1995  4,224   491  1,141  1,085  2,542   6,475    473    501   16,932

2000  3,615   249  1,016   461  2,598   8,133   1,039 1,516   18,627

2005  5,592   444   975  1,126  5,915  12,275   3,151    601   30,079

2009  3,869   636  1,027  1,376  4,690  16,450   9,384     25   39,369

영상검사건수변화





















       

갑상선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근골격계뇌신경계



의 시설을 지하공간 내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

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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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공의 시절 고창순이 시행한 갑상선호

르몬(T3)의 적혈구 섭취 검사로서, “I131-

triiodothyronine 적혈구 섭취율 측정법을 중심

으로 한 갑상선 기능검사의 비교관찰”이라는 

제목으로 1962년 대한내과학회잡지에 게재되

었다(1962;5(8):523-530). 1969년에는 당시 최

신기종인 spectrophotometer 등의 기기가 설치

되었고 Coulter counter의 효시인 자동혈구 측

정기가 동물실험 등에 이용되었다. 국제 혈액

학 측정치 표준화작업(International Congress 

of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ICSH)에 참

여하여 수많은 동물의 혈액량을 비롯하여 철동

태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적혈구수

명측정법 국제표준화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장출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혈구에 방사

성동위원소(51Cr)를 표지시켜 정맥주사 후 5일

간의 대변을 태워서 남은 무기물에서 크롬의 방

사선량을 측정하였다. 초창기의 이런 검사방법

은 핵의학의 생물학적 검사에 해당한다.  

1970년에 방사면역측정법이 시작되어 시험

관내 검사법이 임상의학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 1971년 병원에서 새로운 감마선계측기

를 도입하였으며 검체검사가 본격화되어 방사

면역측정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74년

에는 키트를 사용한 T4측정이 시작되었고, 호

르몬을 비롯한 혈액 내 미량물질을 정량하게 되

었다. 

나.  신축 병원 이전, 핵의학과 개설 및 성장 : 

1978 ~ 1994

1978년 신축병원의 건립을 계기로 도입된 자

동감마선계측기, 자동베타선계측기는 방사면

역측정법 검사의 정확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

켰다. 이들 기계가 가동된 1979년은 미량물질

과 호르몬 정량으로 인하여 검체검사가 병원전

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시기로 바뀐 첫 해였다. 신축병원으로 

1979년 1월 이사를 완료하고 한편 방사면역측

정실에도 Packard 자동감마선계측기 및 컴퓨

동위원소 구입량 변화(단위: mCi)

연도 99mTc 131I 198Au 67Ga 201Tl 123I 기타 합 계

1964 - 1969 80 4,841 2,380 0 0 0 145 7,446

1973 - 1980 101,235 10,150 3,562 0 0 0 473 115,420

1981 - 1990 906,370 54,505 280 1,791 960 0 81 963,987

1991 - 2000 1,444,500 244,791 0 1,209 17,767 1,225 281 1,710,664

2001 - 2009 1,803,050 555,403 0 328 77,850 4,781 580 2,523,892

검체검사실 직원(1983년).좌측 위로부터 정윤영, 권명화, 

서미경, 장철수, 박은경, 서일택 기사장, 김현주 수석기사, 

윤성혜, 신숙희 

1978년 신축병원의 건립을 계기로 도입된 자

동감마선계측기, 자동베타선계측기는 방사면

역측정법 검사의 정확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

켰다. 이들 기계가 가동된 1979년은 미량물질

과 호르몬 정량으로 인하여 검체검사가 병원전

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시기로 바뀐 첫 해였다. 신축병원으로 

1979년 1월 이사를 완료하고 한편 방사면역측

정실에도 Packard 자동감마선계측기 및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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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결과처리기 3대가 가동되고 저온 실험실, 냉

동기 등이 확보됨에 따라 방사면역측정법에 관

한 가능한 모든 검사종목을 실시하여 ferritin, 

HCG 등 각종 호르몬 19종의 신규검사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도관리를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또한 측정기의 자동화와 유

리기구 세척기의 자동화 등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1980년에는 전국 각 병원으로부터 의뢰해온 

검체에 대해 수탁검사 제도를 시행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

여하게 되었고, 핵의학과는 우리나라의 중심검

사실로서의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1983년 방

사수용체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인체조직

시료에서 에스트라디올 수용체와 프로게스테

론 수용체를 측정하여 유방암환자의 호르몬 치

료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었고 1984년 TSH

수용체 항체검사도 시작하여 본격적인 방사수

용체 검사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방사면역측정

법에 의한 검체검사에 대해 직접 제조한 표준혈

청 또는 상품화된 표준 혈청으로 내부정도관리

를 확립하였고 Bactec system을 이용한 결핵균 

배양동정 및 감수성검사도 이 시

기에 시작하였다.

1984년 산부인과에서 배란유무 

및 인공수정/시험관아기 진료를 

위해 에스트라디올(E2) 측정을 매

일 검사로 시행하였다. 1985년 소

아병원이 신축되었고 소아검체에 

대해서도 본원으로 가져와 모든 종

목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1987년 

신생아 TSH (neonatal TSH), 마이

크로솜항체, 싸이로글로브린 항체 

등을 시작하였고, 1988년 미량알

부민 검사가 시작되었다. 1991년

에는 산부인과 시험관아기 프로그램 지원을 위

하여 E2, LH, FSH 검사를 연중무휴로 전환하

였고 acetylcholine 수용체 항체 검사도 시작하

였다. 1992년에는 C형간염 항체검사인 HCVAb 

검사를 추가하였다. 

다. 임상서비스 강화와 변화 : 1994 ~ 현재

1994년에는 검사실과 내과 외래 사이에 LAN

을 설치하여 검사결과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였고 1995년에는 임산부에서 중요한 검사인 

산전감별검사를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사구

체여과율(GFR)을 시행하여 신장내과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는 소아신장내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산화 추세에 따라 검체

검사결과 병실조회시스템이 개발되어 편리하

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는 유방암 검진검사인 CA 15-3과 성

장호르몬과 관계있는 IGF-1. BP-3 검사를 시행

하였다. 2003년 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가 

개설되면서 갑상선호르몬, 종양표지자 등 10여 

종목이 건진 기본검사종목에 포함되어 검사건

사수용체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인체조직

시료에서 에스트라디올 수용체와 프로게스테

론 수용체를 측정하여 유방암환자의 호르몬 치

료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었고 1984년 TSH

수용체 항체검사도 시작하여 본격적인 방사수

용체 검사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방사면역측정

법에 의한 검체검사에 대해 직접 제조한 표준혈

청 또는 상품화된 표준 혈청으로 내부정도관리

를 확립하였고 Bactec system을 이용한 결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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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사시행년도 및 검사종목수

   연도                  최초 시행 검사종목     검사종목수

  1962  131I Thyroid scan 영상 1

  1964
 Brain scan, Liver scan, 51Cr RBC scan, Kidney

 scan, 32P 치료, Blood volume, RBC survival time
영상 6, 검체 3

  1966  131I  치료 영상 3, 검체 2

  1969  DTPA Kidney scan 영상 5, 검체 1

  1970  Heart single pass scan, Lung perfusion scan, T4 영상 9, 검체 3

  1971
 131I  Thyroid uptake, T3 suppression test,

 Schilling test
영상 10, 검체 5

  1974 T3 uptake, TSH, Renin activity   영상 9, 검체 8

  1976  Bone scan, RI Lymphangiography, T3, AFP 영상 12, 검체 10

  1977
 131I  Wholebody scan, RI Angiography, RI Veno-

 graphy, Digoxin, HBsAg, Insulin, HGH, Cortisol
영상 16, 검체 15

  1979

 PYP Myocardium scan, Lung ventillation scan,

 B2-MG, Aldosterone, HBsAb, HBcAb IgG, CEA,

 Gastrin, Secretin, Prolactin, HCG, Ferritin, LH,

 FSH, ACTH, IgE  

영상 17, 검체 29

  1980

 Hepatobiliary scan, RI Cisternography, Salivary 

 gland scan, Gastric emptying time, PTH, Free T4,

 Myoglobin, Vit.B12, Folate, c-AMP, c-GMP, B-TG,

 PF-4, TBG, IgE RAST, Ferrokinetics

영상 21, 검체 41

  1981

 Meckel's scan, HBeAg, TG, Reverse T3, C-peptide,

 Prostaglandin E, Prostaglandin F2, Anti-ds-DNA,

 Triolein absorption test, Albumin excretion test

영상 24, 검체 49

  1982  67Ga scan, Bone marrow scan 영상 26, 검체 48

  1983

201Tl Myocardium scan, Testosterone, Estradiol,

 HBeAb, HAVAb IgG, Progesterone, 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

영상 28, 검체 55

  1984
 Testicular scan, G-I bleeding scan, E3, PAP, 

 HAVAb IgM, DHEA-S, HBcAb IgM
영상 31, 검체 59

  1985
 Heart gated blood pool scan, Lung inhalation scan,

 Pepsinogen, TSH-R-Ab, HDVAb, SCC, NSE
영상 32, 검체 68

  1986  99mTc Thyroid scan, CA-125 영상 33, 검체 69

  1987

 DMSA Kidney scan, 99mTc RBC spleen scan,

 Shunt function test, Esophagus scan, Raynaud‘s 

 scan, Brain perfusion SPECT, TG Ab, Mic. Ab.

 Neonatal TSH

영상 40, 검체 57

영상 28, 검체 55

영상 31, 검체 59

영상 32, 검체 68

영상 33, 검체 69

영상 40, 검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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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최초 시행 검사종목     검사종목수

  1988
 RI Penogram, Exercise gated blood pool scan,

 Liver SPECT, Bone SPECT, Microalbumin
영상 44, 검체 58

  1989  RI Salpingogram, MIBI Myocardium scan, 17-OH PG 영상 46, 검체 60

  1990  Myocardium 201Tl SPECT, PSA, GFR 영상 46, 검체 66

  1991
 Leukocyte abscess scan, MIBG Wholebody scan,

 Ach-R-Ab, Osteocalcin
영상 48, 검체 68

  1992
 HBV DNA probe, HCVAb, CA-130, 

 Radioactivity counting
영상 50, 검체 71

  1994  Calcitonin

  1995

 MAG3 kidney scan, Diamox SPECT, Parathyroid scan

 Heart gated pool SPECT, 131I MIBG 치료, 89Sr

 치료, Prenatal triple marker, CA 19-9, Wholebody

 PET, Brain PET, Heart PET, Additional PET 

영상 56, PET 4,

검체 69

  1996  Immunoscintigraphy, CIT SPECT
영상 58, PET 4,

검체 67 

  1997  Free PSA

  1998  11C Methionine

  1999  GAD-Ab, IGF-1

  2000  CA 15-3, IGF-2
영상 52, PET 5,

검체 68

  2002
 Octreotide scan, 2nd Fusion PET, Additional brain

 PET, Additional Heart PET, TPS, IGF BP-3  

  2004  131I 치료(병실)

  2005  연구용 PET, 11C methionine 2nd fusion PET 
영상 57, PET 13,

검체 65

  2006

 Wholebody Fusion PET(두개골기저-대퇴부), Wholebody

 Fusion PET(머리-발끝), Regional Fusion PET,

 Follow-up fusion PET, 연구용 Fusion PET 등

영상 56, PET 14,

검체 63

  2007  90Y Zevalin 방사면역치료

  2008

 연구용 Brain SPECT, 연구용 Regional fusion PET, 

 연구용 RGD regional fusion PET, 

 25(OH) Vit.D3, CA 72-4

  2009  18F FP-CIT, Free T3
영상 56, PET 14,

검체 64

  2006

 Wholebody Fusion PET(두개골기저-대퇴부), Wholebody

 Fusion PET(머리-발끝), Regional Fusion PET,

 Follow-up fusion PET, 연구용 Fusion PET 등

  2007 90Y Zevalin 방사면역치료

  2008

 연구용 Brain SPECT, 연구용 Regional fusion PET, 

 연구용 RGD regional fusion PET, 

 25(OH) Vit.D3, CA 72-4

  2009 18F FP-CIT, Free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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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체검사건수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의료기술의 변화와 진단검사

의학과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검체검사 분야

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물학적 검사 가운

데 사구체여과율(GFR)은 현재까지 임상에 이

용되고 있으나 적혈구량측정, 적혈구수명측정, 

철대사측정, 실링검사 등은 국내 이용이 줄어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가 없어졌다. 검체검사에

서도 1970년대에는 갑상선호르몬이 가장 주된 

검사였고, 1980년대에는 간염 관련 항원 항체 

검사가 중심이었는데, 1990~2000년대를 거치

면서 간염 관련 검사는 진단검사의학과의 관련

검사 확대와 함께 많이 줄어들었고, 종양표지

자 검사가 증가하였다. 현재는 갑상선호르몬과 

종양표지자 검사가 전체의 77%, 간염 관련 검

사가 9%를 차지하고 있다. 













       

갑상선 호르몬 간염 암표지자 알레르기외 체내체외

검체검사계열별변화

검체검사 동위원소 구입량  (단위: mCi)

    연도         125I          51Cr        기타    합 계

1964 - 1969 115 0 115

1973 - 1980 52 51 15 118

1981 - 1990 280 33 4 217

1991 - 2000 709 82 2 793

2001 - 2009 1,361 120 0 1,481

검사가 중심이었는데, 1990~2000년대를 거치

면서 간염 관련 검사는 진단검사의학과의 관련

검사 확대와 함께 많이 줄어들었고, 종양표지

자 검사가 증가하였다. 현재는 갑상선호르몬과 

종양표지자 검사가 전체의 77%, 간염 관련 검

사가 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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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의학 진료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기회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10여년 남짓

의 기간 동안 핵의학 진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제도적, 환경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주요 병원들과 협력하

며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가. PET 방사성의약품

1994년 첫 PET 도입 이후 2000년대 초까지 

국내 PET은 거의 정체 상태였으나 PET/CT의 

2006년 보험 적용 이후 PET 영상은 연간 1.6배 

이상의 기하급수적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

러나 PET의 다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99% 

이상의 PET은 FDG에만 한정되어 있고 서울대

학교병원 역시 95% 가량의 임상 PET 검사가 

FDG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는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을 임상 검사로 도입하는 제도가 이제 겨

우 확립되어가는 시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배려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대학교 정재민 교수는 학

계 전반에 2000년경부터 방사성의약품의 ‘조

제(compounding)’ 개념을 도입, 확산시켰

고, 이동수 교수는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및 신

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사성의약품

의 특수성에 대한 의학계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이해를 넓혀 왔다. 2010년 현재, 선진국의 약

전에 등재된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제실

제제 형태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리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방사성의약품의 도입은 아직 데

도와 허가규정 등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대한핵의학회 및 한국동위원소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방사성의약품특별법 도

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일반 핵의학 영상검사의 정체와 99mTc 발생

기 공급 부족

방사선 영상의 발전과 더불어 일부 일반 핵의

학 영상 검사들이 점차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간 초음파와 

복부 CT의 발전으로 과거 주요 검사의 하나였

던 간 스캔은 현재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감

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심근관류 SPECT에 대

하여 CT관상동맥조영술이나 심근관류 MRI 또

는 CT가 대체/보완 검사로 등장하여 심근관류 

SPECT의 검사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뇌관

류에 대해서도 CT 및 MRI의 혈관조영술 또는 

관류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동위원소 생산 원자

로의 노후화 및 신규투자 부재로 인한 전 세계

적 99Mo 공급 부족이 일어나 일반 핵의학 영상

검사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업체

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

하고는 있으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고민

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생리적, 생화학적 변

화를 평가하는 핵의학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

려 영상의학 검사와 조합된 최적 임상진료 프로

토콜을 개발하고, 유사 검사의 경우 영상 품질

과 편의성이 뛰어난 PET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를 국

내에 건설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에 교

실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compounding)’ 개념을 도입, 확산시켰

고, 이동수 교수는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및 신

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사성의약품

의 특수성에 대한 의학계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이해를 넓혀 왔다. 2010년 현재, 선진국의 약

전에 등재된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제실

제제 형태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리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방사성의약품의 도입은 아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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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외 검체검사

방사면역측정법, 방사수용체측정법 등의 핵

의학 검체검사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확도와 재현성이 우수하며 비용 대비 효

용이 뛰어난 우수한 검사법이다. 그러나 방사

성물질 사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진단검사

의학 분야에 비해 규모가 작은 관련 업체들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세계 및 국내 전반의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

우도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 추

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특히 동

일 종목 검사에 대해 진단검사의학 분야 효소

면역측정검사와 수가가 다르다는 점도 작용하

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유지기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검사의 우

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키트성능평가, 외부정도

관리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사실에 대한 공인 외부 인증체계인 KOLAS 

인정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5) 핵의학 진료인력

가. 영상검사실

1969년 최초의 감마카메라인 Pho-Gamma 운

영은 김일섭이 담당하였다. 이후 근무한 인력

들은 다른 병원의 핵의학검사실 개설에 크게 기

 핵의학과 및 직원의 각종 수상

과 포상 

1994년에 21세기 초일류병원에 나아가기 위한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한 모범부서로 선정되어 수상하였고 2008년

에는 연초 과 운영계획서 발표에 따른 연말 실적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은상을 수상하였다.  

개인 원외

과학기술처장관상 : 1987년 서일택 기사장이 방사선안전관리에 기여한 업적으로 수상하였다.      

학술상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로부터 방사면역측정법에 관한 우수논문발표로 1993년 김현주 수석기사, 2002년 

조만익이 수상하였다. 

개인 원내

모범직원 : 개원기념일과 연말에 과별로 직원을 추천받아 심사하여 포상하였다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0명의 직원들이 실별, 직별로 수상하였다.

공로상 : 1993년 서일택 기사장은 업무편람 작업으로 수상하였다.

QA상 : 1998년 김진의가 환자편의개선을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개인 과내 

1993년 워크숍 공로를 인정하여 처음 이인원에게 시상하였고 이후 LAN 연결 작업으로 노경운, FDG 생산으로 

조용현, 이외 과훈 비전 공모상, 올해의 직원상을 시상하였다. 

특히 사이클로트론 가동과 관리에 헌신한 의공학과 이영철 계장에게 공로상을 시상하였다. 

1993년 워크숍 공로를 인정하여 처음 이인원에게 시상하였고 이후 LAN 연결 작업으로 노경운, FDG 생산으로 

특히 사이클로트론 가동과 관리에 헌신한 의공학과 이영철 계장에게 공로상을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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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는데, 1970년에는 김용봉이 17개월 근무 

후 경희의료원으로, 1971년 신승훈은 20개월 

근무 후 국립의료원으로, 1973년에는 장덕상이 

22개월 근무 후 순천향병원으로, 각각 새로이 

개설된 핵의학검사실로 옮겼다. 1975년에는 박

성욱, 최종훈이 각각 6개월, 10개월 근무 후 박

성욱은 동남보건대학 방사선과 교수, 최종훈은 

목사의 길을 걸었다.

1976년 조규진과 안순자가 입사하였고 조규

진은 이후 영상검사실의 중심이 되어 우리나

라 핵의학 영상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3년 수석기사 임용 후  보건대학에 출강하여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2000년에는 2년간 IAEA 

DAT 교육을 이끌었고 2006년 세계핵의학회 핵

의학기술학 국제학회부문 회장을 맡아 성공적

으로 이끌었다. 30년간 많은 보건직을 가르쳐 

다른 병원 개원이나 핵의학검사실 개설을 위해 

배출하였고 2003년 기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6년 말 명예퇴직하였다. 안순자는 임상병리

사였으나 영상검사를 담당하였고 1980년 미국

으로 이민하였다. 1978년에는 최기용, 김영현

이 입사하였고 최기용은 11개월 근무 후 현대

건설전문대학으로, 김영현은 

한양대학병원으로 각각 자리

를 옮겼다.

1979년에는 진광호와 김일

태가 입사하였고 진광호는 

임상병리사였으나 영상검사

를 담당하며 본원 및 어린이

병원의 수석기사를 역임하였

고 1993년 삼성서울병원 개

원 때 기사장으로 참여하였

다. 핵의학기술학회장을 역

임했으며 2008년 정년퇴임 후 현재 신진메딕스

에 근무하고 있다. 김일태는 컴퓨터 전공으로 

영상분석을 위하여 근무하였으며 1982년 미국

으로 이민하였다.

1981년에는 유광열, 박장순이 입사하였고 유

광열은 1988년 신구보건대학 방사선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박장순은 1년 근무 후 부천성가

병원으로 옮겼다. 1982년에는 전병길, 최승환

이 입사하였는데, 전병길은 보라매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으며 1993년 아주대학교병원 핵의학

과 개설 때 기사장으로 참여하였다. 최승환은 

1984년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겼다. 

1985년에는 이치영, 조시만, 심상미가 입사

하였다. 이치영은 1990년 한일병원 동위원소

실 개설에 기사장으로 참여하였고, 조시만은  

1989년 서울아산병원 개원 때 참여하였고 현

재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심상미는 12년 근무 

후 1997년 퇴직했다. 1986년에는 변대홍, 석재

동, 좌성수가 입사하였고 변대홍은 천안단국대

병원 개원에 기사장으로 참여하여 수년간 근무 

후 강릉아산병원 개원 때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재동은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

병원 기사장으로 근무 중이고 좌성수는 포항기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2000년에는 2년간 IAEA 

DAT 교육을 이끌었고 2006년 세계핵의학회 핵

의학기술학 국제학회부문 회장을 맡아 성공적

으로 이끌었다. 30년간 많은 보건직을 가르쳐 

다른 병원 개원이나 핵의학검사실 개설을 위해 

배출하였고 2003년 기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6년 말 명예퇴직하였다. 안순자는 임상병리

사였으나 영상검사를 담당하였고 1980년 미국

으로 이민하였다. 1978년에는 최기용, 김영현

이 입사하였고 최기용은 11개월 근무 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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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성

민은 1년간 수습 후 인천길병원

을 거쳐 현재 가천의대 방사선학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에는 배원규, 이원국이 

입사하였고 배원규는 1993년 아

주대병원 개원에 참여하면서 옮

겼고 , 이원국은 충북대학교병원

으로 자리를 옮겨 기사장으로 근

무 중이다. 1988년에는 신상기, 

서원영이 입사하였고, 신상기는 

서울아산병원 개원 때, 서원영은 삼성서울병원 

개원 때 각각 자리를 옮겼다. 1989년에는 황길

동이 입사하여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

였고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1990년에는 우재룡이 입사하여 소아검사실

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2005년 수석기사가 

되었으며 현재 보라매병원 핵의학과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우강은 2년 근무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고 김장환, 노준희가 9

개월간 영상검사 교육을 받고 김장환은 현재 

한일병원에서, 노준희는 방사선보건연구원에

서 근무하고 있다. 1991년에는 김진의가 입사

하여 영상검사실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 

수석기사가 된 후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

고 있다. 1992년에는 신성화가 입사하였고 12

년간 근무 후 2004년에 건국대학교병원 핵의학

과 개설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입사한 송재범

은 1년 근무 후 단국대학교병원 개원에 참여하

였고 1993년에는 김영석이 입사하여 7년간 근

무 후 국립암센터 개원에 참여하였다.

1994년에는 조성욱, 박영재, 이경재, 임형태, 

김영준이 입사하였다. 조성욱은 현재 보라매병

원에 근무 중이며 박영재는 분당병원 개원 때 

옮겼고 이경재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하면서 영상검사를 배워 싱코르코리아를 거쳐 

역시 분당병원 개원에 참여하였다. 임형태는 6

년간 근무 후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김영준은 

1년 후 한양대학병원으로 옮겼다. 1995년에 입

사한 김재홍은 7개월 근무 후 경상대학교병원

으로, 임대웅은 3년 근무 후 컴퓨터회사로 옮겼

다. 1996년에 입사한 성영수는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으로 2년간 근무한 후 안성의 개인의원으

로 옮겼다. 1998년에는 고길만, 윤상혁이 입사

하였고 고길만은 5년 근무 후 분당병원으로, 윤

상혁은 1년 근무 후 국립암센터로 옮겼다. 1999

년 입사한 문종운도 1년 근무 후 국립암센터로 

옮겼다.

2000년 이충훈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 후 국

립의료원으로 옮겼고 2002년에는 정민기가 입

사하여 3년간 근무 후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

겼다. 2003년에 입사한 김영선은 3년간 근무 후 

단국대병원으로, 이양모는 2년 7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고 이진호는 2년 여 근무 후 건국대병

원으로 옮겼다. 같은 해 입사한 김정수는 현재 

핵의학과의 각종 행사 때 재미있고 다양한 계획

2000년 이충훈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 후 국

립의료원으로 옮겼고 2002년에는 정민기가 입

사하여 3년간 근무 후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

겼다. 2003년에 입사한 김영선은 3년간 근무 후 

단국대병원으로, 이양모는 2년 7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고 이진호는 2년 여 근무 후 건국대병

원으로 옮겼다. 같은 해 입사한 김정수는 현재 

핵의학과의 각종 행사 때 재미있고 다양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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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고 진행을 맡아 전 직원을 즐겁게 해주

는 역할을 하며 근무 중이다. 남궁식은 1년 7개

월 근무 후 건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겼다. 2004

년에는 정재훈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 후 국립

암센터로 옮겼고 2005년에는 김홍주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입사한 후 영상검사실로 자리

를 옮겨 3년간 근무 후 2008년 퇴직하였다. 

2007년도에는 김태엽, 최진욱, 송호준이 입사

하여 김태엽은 본원 영상검사실, PET 영상실

을 거친 후 2010년 1월에 보라매병원으로, 최진

욱은 소아영상실 근무 후 본원에 근무 중이며 

송호준은 PET 영상실을 거쳐 본원에 근무중이

다. 2008년에는 도용호, 윤석환, 승종민, 권형

진, 정용훈, 주시연이 입사하여 도용호는 본원, 

보라매병원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강남건진

센터에 근무중이고 윤석환은 보라매병원에, 승

종민은 본원 영상검사실에, 정용훈은 PET 영상

실을 거쳐 본원 영상검사실에, 주시연은 연구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소아 영상실에 근무중이

다. 2009년에는 현준호, 최현준, 김하균, 김종

필, 신병호가 입사하여 현준호, 최현준은 PET 

영상실에, 김하균은 본원 영상검사실에, 김종

필, 신병호는 잠시 본원에서 배운 후 보라매병

원에 근무중이다. 

2007년에 본격적으로 전체 영상검사실 순환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본원, 소아, PET 영

상실, 보라매병원 영상실을 순환하면서 근무하

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강남센터 PET 영상실

까지 포함하여 순환근무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1979년 처음 장현숙이 간호부에서 

파견되어 검사예약과 접수, 환자관리업무를 담

당하였고 조강현, 이영자, 이은주, 박승현, 주영

희, 김정희, 김미정, 안지희, 이영미가 수간호사 

승진이나 이민, 타 병원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교체되었다. 가장 긴 7년 10개월을 근무한 김

정옥 간호사도 2010년 5월 114병동 수간호사

로 승진함에 따라 한현미 간호사가 근무하게 되

었다. 간호운영기능직은 간호부에서 1993년 4

월 처음 단시간근무자 이정신이 근무한 후로 최

종미, 서봉숙, 김영숙, 최효임, 진소희, 서효영, 

정아, 박경옥, 허유진이 거쳐갔으며 현재 유아

영이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 검사건수가 증가

하면서 환자안내업무의 한계에 이르게 되어 정

규 간호운영직 1명을 충원하였으며 그 정원으

로 2009년 8월부터 오은영이 근무하게 되었다.   

영상검사실의 운영상 문제점의 보완과 검사

실 내의 발전적 의견 도출을 위해 전공의, 보

건직, 간호직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영상회

의”는 1998년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영상위

원회”와 현재의 “QA위원회”로 명칭을 바꾸

어가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

해 논의해 나가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은 Protocol 정립과 검사실내 협

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보교환이다. 또한 QA위

원회보다 상위 회의체인 기획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며 영상검사실을 비롯한 핵

의학과 내 각종 기획단계의 논의와 여러 중대 

사항에 대한 회의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성과로는 영상검사실 접수와 의무전사파트

의 간호직, 행정운영기능직들의 업무분리를 통

한 직원 각자의 업무만족도 향상 등이 있다. 

나. PET 센터

국내 최초의 PET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1981년 입사한 김문혜가 1993년 말부터 PET 

차폐공사를 시작으로 1994년 6월 국내 최초의  

PET (ECAT EXACT 47) 설치작업을 담당하였

고 PET 센터의 개설과 더불어 1994년 입사한 

2007년에 본격적으로 전체 영상검사실 순환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본원, 소아, PET 영

상실, 보라매병원 영상실을 순환하면서 근무하

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강남센터 PET 영상실

까지 포함하여 순환근무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1979년 처음 장현숙이 간호부에서 

파견되어 검사예약과 접수, 환자관리업무를 담

당하였고 조강현, 이영자, 이은주, 박승현, 주영

희, 김정희, 김미정, 안지희, 이영미가 수간호사 

승진이나 이민, 타 병원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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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의학과 워크숍

  1987년은 제1진료부원장 고창순 교수, 과장 조보연 부교수, 의무장 이명철 조교수, 전임강사 정준기가 근무하

고 있었다. 1986년 12월 22일 이명철 의무장이 2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듬해인 1987년 핵의학과

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간의 결속을 다지고자 4월 18일, 19일 수원 ‘내일을 위한 집’ 에서 45명

이 참석하여 제1차 워크숍을 가졌다.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버스 1대를 빌려 13시에 시계탑 앞에서 출발하여 그곳

에서 점심을 먹고 4개조로 나뉘어 배구, 탁구, 

발야구, 피구 등 체육활동을 하였고 저녁식사 후

에는 분임토의를 하여 각 실별로 문제점을 도출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웠다. 화합

의 시간에는 장기자랑, 여흥을 즐겼고 다음날 워

크숍 총평과 MVP 시상으로 마무리 했다.

  과 단위의 워크숍으로는 핵의학과가 병원내 최

초였으며 몇 년 후부터 타 과들도 하기 시작했

다. 특히 1988년에는 노래방기기를 구입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워크숍이 되었다. 이 노래방기기는 타 과에 저렴

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었고 매년 워크숍 행사 때 

신곡으로 카세트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워크

숍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었고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기도 하였는데, 삶의 지혜, 

바람직한 인간관계, 단전호흡과 실습 등이 강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1997년에는 조수철 교수가 ‘대인관계에 무엇이 힘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였고 체

력단련으로 아침 등산도 하였다.

  제18차 워크숍은 2009년 10월 1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130명이 참석하여 각 실, 분야 별로 외부, 내부고객만

족, 검사, 교육, 연구 활성화 방안, 보건직 해외학회, 환자안전 및 대기지연 등의 주제에 대하여 9명이 발표하였

고 보라매병원도 함께 참석하여 단독 주제를 발표하였다.

1994년 핵의학과 워크숍

2010년 접수실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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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가 합류하였다. 처음 PET Scanner의 이

용은 82Rb 제네레이터를 이용한 심근관류검사

와 중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이었다. 1994년 

5월 사이클로트론실 보강공사를 거쳐 10월부

터 사이클로트론 설치를 시작하여 1995년 2월 

6일부터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였다. 이에 따

라 1994년 입사한 김용근이 영상검사실을 거쳐 

PET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2000년 

10월말 국립암센터 핵의학과로 옮겨 PET 센터 

개설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당시 새벽 6

시에 사이클로트론을 가동하여 9시에 18F-FDG

를 생산, 환자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사이클로

트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캐나다 EBCO와 

전화상담을 하느라 요금이 매달 100만 원 이상 

부과되기도 하였다. 

1996년 말 김문혜의 영상검사실 복귀로 인하

여 1984년 입사한 이인원이 영상검사실에서 

PET센터로 옮겨 1997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다. PET 센터 운영을 위해 정재민 교수 주

재 하에 PET센터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토요일 

10시에 하다가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목요일 

점심시간으로 옮겼다. PET 환자 증가와 방사성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하여 1998

년 입사한 조영권이 1999년 3월

부터 사이클로트론실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전남대 수의학

과에 편입하여 동물병원장을 역

임하고 현재는 대구보건대학 방

사선과 교수로 있다. 

1999년 12월에 강건호, 2000년 

1월에 박대호가 입사하여 사이

클로트론실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담당하였고 정현정은 연

구원으로 200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 강

건호는 2004년 동강무역으로 옮겨 대전을지병

원에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하였고 박대호도 그 

해 8월 경북대학교병원 핵의학과로 옮겼다. 이

처럼 PET센터는 국내 사이클로트론 교육의 메

카 역할도 담당하였다. 2000년 이후 꾸준한 검

사 증가로 인하여 1998년 입사하여 방사선안

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정규일이 PET 검사실에

서 근무하였고 사이클로트론실과 PET 검사실

이 분리되어 점차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1999년에 입사한 조용현이 2000년 3월부터 현

재까지 사이클로트론실에서 방사성의약품 생

산과 합성을 담당하며 사이클로트론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국 각지 병원의 PET센터 개

설이 급증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PET 교육 사

관학교역할을 하였고 여기서 교육받은 많은 단

시간 근무자들이 여러 병원으로 진출하게 되었

다. 2000년 7월 입사한 박주흥은 1년 4개월 근

무 후 개인병원에 PET을 설치하면서 자리를 옮

겼고 서석근이 2000년 8월부터 3개월 근무 후 

순천향대 부천병원 핵의학과 공채에 합격하였

다. 2001년 7월 홍성탁이 국립암센터 사이클로

트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캐나다 EBCO와 

전화상담을 하느라 요금이 매달 100만 원 이상 

부과되기도 하였다. 

1996년 말 김문혜의 영상검사실 복귀로 인하

여 1984년 입사한 이인원이 영상검사실에서 

PET센터로 옮겨 1997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다. PET 센터 운영을 위해 정재민 교수 주

재 하에 PET센터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토요일 

10시에 하다가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목요일 

점심시간으로 옮겼다. PET 환자 증가와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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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실로, 박광서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8

월까지 근무하고 국립암센터 사이클로트론실

로 옮겼다. 박준형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단시간 근무 후 분당서울대병원 사이

클로트론실로, 황기영은 2006년 9월 입사하여  

검체 검사실을 거쳐 2010년 1월 퇴직하고 인제

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편입하였다. 

2003년에 입사한 남궁식, 이진호는 2005년5

월 건국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개설 때 옮겼고. 

그 해  10월 김재일이 입사하여 근무 후 2008년 

영상검사실로 순환 이동하였다. 여자로서는 최

초로 PET센터에 근무한 김다은은 2005년 8월

에 입사하여 7개월 근무 후 동국대 일산병원을 

거쳐 현재는 국립암센터 핵의학과에 근무 중이

다. 2005년에는 성용준이 입사하였고 순환근무

에 의해 현재 보라매 병원 핵의학과에 근무 중

이다. 

2006년에는 유연욱, 백승찬, 나명대, 김승정

이 입사하였고 유연욱은 4개월 근무 후 국립암

센터 핵의학과로, 백승찬은 6개월 근무 후 원자

력병원 핵의학과로 옮겼으며 나명대는 영상검

사실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다시 2개월은 연구

원으로서 PET 영상을 익히고 퇴직하였고, 김승

정은 소아영상검사실을 거쳐 본원 영상검사실

에 근무 중이다. 임점진은 1999년 입사하여 영

상검사실, PET 영상실을 순환근무 하였고 현재 

영상검사실에서 근무 중이다. 2006년 6월 1일 

PET 검사가 건강보험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환

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2007년 10월 PET/

CT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PET/CT 2대와 PET 1

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7년 10월부터 우재룡 수석기사가 근무하

다 2009년 3월 보라매병원으로 이동하였다. 문

일상은 2001년 입사하여 영상검사실에서 근무

하였고 2007년부터 PET 영상실로 순환근무하

였으며 2009년 보라매병원 핵의학과 PET 설치

를 주도하였다. 

현재 사이클로트론실에는 조용현이 2000년 3

월부터, 이용석은 입사한 2008년 4월부터  이재

형은 2007년 입사하여 검체검사실을 거쳐 2009

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권형진은 2008년 

1월 입사후 PET 영상실에 근무하다가 2009년 

3월 사이클로트론실로 옮겨 근무 중이다. PET 

영상실에는 2000년 입사한 김병진이 2008년 1

월부터, 2006년 입사한 김계환이 2009년 3월

부터, 2009년 7월 입사한 최현준이 근무하고 

있고, 현준호가 2009년 5월 입사후 근무하다 

2010년 4월 소아핵의학검사실로 순환하였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핵의학과 정원으로 간

호 인력 1명이 충원되어 강신후 간호사가 간호

부에서 전보되어 2009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되

었고 PET 검사환자에게 더욱 양질의 간호서비

스를 할 수있게 되었다. 2001년 입사 후 영상검

사실에 근무하던 이형진과  강남센터에서 근무

하던 전재환이 자리를 옮겨 2010년 1월부터 근

무 중이며 오세문은  2009년 9월 입사후 2010년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강남건진센터에는 2003년 본원과 같은 PET 

CT Gemini가 설치되어 

영상의학과 직원이 자체

내에서 순환근무하였으

나 2010년 1월부터 핵의

학과가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보라매병원 영상실

에 파견근무 중이던 도용

호가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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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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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체검사실

1960년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는 의료기

사 면허소지자가 근무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 

하에 이영숙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도

와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영숙은 1974년 퇴직 

후 개인적인 일을 하였지만 자주 검사실과 핵

의학과에 방문하였다. 1969년 8월 고창순 교수

가 동위원소실로 옮긴 후 처음으로 그 해 11월 

군 병역을 마치고 온 서일택이 임상병리사 면

허소지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서일택은 우

리나라 핵의학기술의 선구자로서 일반 행정관

련업무와 의료보험제도 업무도 담당하였고, 핵

의학검사학회장과 핵의학기술학회장을 역임하

였으며, 국내최초 PET센터 개소에 공헌하고 고

려대학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학생교육,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업무, 외부정도관리업무 등에 기

초를 확립하였다. 1978년 서울대학교병원이 특

수법인이 된 후 기사장으로 임용되었고 2002년 

말 정년퇴임 후 대한핵의학회 사무국장으로 자

리를 옮겨 외부정도관리, 전국 검사현황통계, 

의료보험, 핵의학검체검사인증 등 많은 핵의학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1975년도에 김현주, 동희초가 입사하여 혈액

내 미량물질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사면역검사

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문호, 고창순 

교수가 갑상선 환자 진료 후 검사의뢰를 하면 

환자가 직접 그 종이를 들고 동위원소실로 와

서 접수하고 바로 검사실에서 채혈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시험관 1개씩을 일일이 우물형 계수

기에 넣어 계측을 했다. 종이에 계측수를 기록

하고 모눈종이에 표준곡선을 그리고 결과를 읽

었다. 검사종목마다 노트에 기록하고 영상판

독지에 결과를 타이프해서 보고했다. 김현주

는 1983년 수석기사로 임용되어 검체검사업무

를 원활히 수행하고 직원교육, 학회 관련업무

와 논문발표, 외부정도관리 업무 등에 애썼으

며 2007년부터 기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78년에는 새 병원 신축을 앞두고 검체검사

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게 

되어 박영자, 이승관, 서미경이 입사하였다. 박

영자는 이대 약대를 나온 약사였으나 특채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1980년 퇴직하였다. 이승관은 

1979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편입하게 되어 

임상병리과에서 야간근무를 했고 이후 계속 공

부하여 현재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미경은 1984년 퇴

직하였다.

1980년에는 정윤영, 윤성혜가 입사하였다. 정

윤영은 원광대학에서 방사면역측정에 대한 강

의를 하였고 그의 추천으로 1986년 문형호가 

수습생으로 들어왔다. 1986년에는 서일택 기사

장을 도와 핵의학검사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

였고 1988년 서울아산병원 개원에 따라 핵의학

과 기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윤영은 서울

아산병원 핵의학과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며 검사학회장, 핵의학기술학회장을 역임한 

후 2005년부터 병원 전체 고객관리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1981년에는 장철수, 신숙희, 강형태가 입사하

였고 장철수는 1984년에 김천보건대학으로 자

리를 옮겨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의 추

천으로 1990년 수습생으로 노경운이 들어오게 

되었다. 신숙희는 1985년 SCL, 함춘임상검사센

터를 거쳐 현재는 대전보건대학 임상병리과 교

수로 재직 중이며 강형태는 수습생이었으나 RI 

면허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관리국으로 전직하

였다. 1982년 박은경이 수습생으로 입사하였다

가 1984년 한강성심병원 검체검사실을 개설하

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문호, 고창순 

교수가 갑상선 환자 진료 후 검사의뢰를 하면 

환자가 직접 그 종이를 들고 동위원소실로 와

서 접수하고 바로 검사실에서 채혈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시험관 1개씩을 일일이 우물형 계수

기에 넣어 계측을 했다. 종이에 계측수를 기록

하고 모눈종이에 표준곡선을 그리고 결과를 읽

었다. 검사종목마다 노트에 기록하고 영상판

독지에 결과를 타이프해서 보고했다. 김현주

는 1983년 수석기사로 임용되어 검체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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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근무하다가 제일병원 검사실 개설때 자리를 

옮겼다. 박은미는 일반외과 연구실에 근무하다

가 1982년 우리 과로 전보되었으며 1994년 차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3년 수습생으로 입사한 장연길은 그 해 10

월 국립보훈병원 검체검사실 개설로 취직하였

다. 강미희, 오정순, 정명화가 개인적으로 3개

월씩 배워 순천향병원, 경찰병원, 고대구로병

원에 각각 취직하여 검체검사실

을 개설하였다. 1984년에는 조미

라, 민경선, 신금철이 입사하였

다. 조미라는 1990년 결혼과 함

께 퇴직하였고 민경선은 10년간 

보라매병원 핵의학실에서 근무

한 후 2009년 10월부터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금철은 1992

년 1월 돌연 작고하였다. 1985년

에는 홍명신, 이재길, 이정선이 

입사하였고 홍명신, 이정선은 1990년, 이재길

은 1988년에 퇴직하였다.

1986년에는 문형호, 서미혜가 입사하였고 모

두 1988년 서울아산병원 개원때 자리를 옮겼

다. 

1988년에는 김연옥, 유만길이 입사하였고 김

연옥은 서울아산병원 개원 때, 유만길은 1993

년 삼성서울병원 개원에 참여하면서 자리를 옮

겼고 수석기사 업무를 하면서 검사학회, 핵의

학기술학회 발전에 기여하다가 현재는 개인사

 

 보건직 해외연수

  병원에서 신축병원 1978년 특수법인을 앞두고 CMB 자금에 의한 직원연수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보건직으로

는 서일택이 1978년 3월부터 3개월간 일본 교토대학병원에서 방사면역측정기술에 대하여 연수하였고 그 해 12

월초에는 조규진이 일본 도쿄도립노인병원에서 영상촬영기술, 김현주가 일본 시즈오카 약대에서 방사면역측정기술

을 연수하였다. 이후 영상검사실의 직원들은은 SPECT, PET 영상기술과 장비정도관리, 컴퓨터 응용기술, 방사

성의약품 합성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하였으며 1980년 박현숙, 안순자, 1982년과 1992년에는 진광호가, 조

규진은 1985년, 1990년, 2006년 연수하였다. 

  1983년 유광열, 1985년 전병길, 1987년과 1994년에 이인원, 1988년과 1992년에 김문혜, 1990년 변대

홍, 1998년 임형태, 2000년 신성화, 2002년 김진의, 2004년 이홍재, 2005년 장영수, 2008년 문일상이 일

본, 미국, 호주, 대만에서 연수하였다.

  검체검사실은 방사면역측정기술과 정도관리를 연수하였으며 1980년 동희초, 1982년 정윤영, 1987년 이재길, 

1993년 박은미, 1995년 김현주, 1996년 노경운, 1999년 조만익이 홍콩, 대만, 일본, 영국에서 연수하였다. 

연수기간은 초창기 3개월이었으나 1992년부터 2개월로 단축되었고 1998년부터는 다시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으며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 25명이 총 35회 연수를 다녀왔다. 

월초에는 조규진이 일본 도쿄도립노인병원에서 영상촬영기술, 김현주가 일본 시즈오카 약대에서 방사면역측정기술

을 연수하였다. 이후 영상검사실의 직원들은은 SPECT, PET 영상기술과 장비정도관리, 컴퓨터 응용기술, 방사

성의약품 합성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하였으며 1980년 박현숙, 안순자, 1982년과 1992년에는 진광호가, 조

  1983년 유광열, 1985년 전병길, 1987년과 1994년에 이인원, 1988년과 1992년에 김문혜, 1990년 변대

홍, 1998년 임형태, 2000년 신성화, 2002년 김진의, 2004년 이홍재, 2005년 장영수, 2008년 문일상이 일

  검체검사실은 방사면역측정기술과 정도관리를 연수하였으며 1980년 동희초, 1982년 정윤영, 1987년 이재길, 

1993년 박은미, 1995년 김현주, 1996년 노경운, 1999년 조만익이 홍콩, 대만, 일본, 영국에서 연수하였다. 

연수기간은 초창기 3개월이었으나 1992년부터 2개월로 단축되었고 1998년부터는 다시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으며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 25명이 총 35회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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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고 있다. 원우재는 임상병리과에서 전

보되어 본원, 보라매병원 근무를 거쳐 2000년 

강건욱 교수를 도와 국립암센터 개원에 참여하

여 기사장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대

한핵의학기술학회장을 맡고 있다.

1989년에는 박형기, 홍미경이 입사했으며 박

형기는 이듬해 동아대학병원 검체검사실을 개

설하였고 홍미경은 현재까지 암연구소에서 각

종 연구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1990년에는 노

경운, 김동민, 장윤균이 입사하였고 노경운은 

2006년 세계핵의학회 기술학회부문 총무를 맡

아 기여했으며 2007년 수석기사가 되었다. 현

재 핵의학검사학회장으로서 외부정도관리 확

대, KOLAS 인증, 키트성능평가 등 여러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민은 1994년 아주

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개설과 함께 검체검사실 

수석기사를 맡았고 2010년 4월 기사장으로 승

진하였다. 장윤균은 9개월 근무 후 한일병원 검

체검사실을 개설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1991년에는 조만익이 입사하였고 2003년 분

당병원 개원 때 검체검사실을 개설하였으며 학

회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나 2008년 숙환으로 작

고하였다. 1993년에는 문우연, 1994년에는 이

선호가 입사했으며 그 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자

리를 옮겼다. 1994년 김태훈, 유태민이 입사하

여 보라매병원을 거쳐 현재 본원에 근무 중이

며, 김태훈은 학회 외부정도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박준모는 10개월 근무 후 여의도성

모병원으로 옮겼다. 

1995년에는 장현영, 박훈수가 입사하여, 장

현영은 현재 보라매병원 근무 중이며. 박훈수

는 삼성서울병원 임상병리과로 옮겼다. 1998년

에는 윤태석, 김지나, 신선영이 입사했으며 윤

태석은 보라매병원 근무를 거쳐 현재는 노동조

합 부분회장으로 근무 중이고, 김지나는 국립

암센터 개원 때 자리를 옮겼다. 신선영은 2008

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월호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현재 보라매병원에 근무 중

이다. 2001년에는 문기춘, 박희원이 입사하였

고 문기춘은 분당병원 개원 때 자리를 옮겼고 

박희원은 현재 본원에 근무 중이다. 2002년에

는 김대운, 강애희가 입사하여 김대운은 본원

에 근무 중이며, 강애희는 공무원시험에 합격

하여 송파구 보건소에 근무 중이다.

2003년에는 김지선이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검체검사기술을 습득하고 현재 신진메딕스에

서 국산키트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안재석은 3

년간 근무 후 현재 국립암센터에 근무 중이다. 

2005년에는 홍창현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 후 

현재 네오딘의학연구소에 근무 중이다. 2006년

에는 김동형이 입사하여 1년간 근무 후 신진메

딕스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

이다. 이미선은 14개월 근무 후 현재 삼성서울

병원에 근무 중이다. 신희정은 6개월 근무 후 

부산대학교병원 핵의학과로 옮겼다가 다시 공

채에 응시하여 이듬해인 2007년 7월부터 본원

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임소희, 서효

열, 하동혁이 입사하여 근무 중이고 2009년에

는 서은경이 2010년에는 권소영이 입사하였다. 

검체검사실은 1985년 12월 본원 2층의 현재 

위치로 이전해 온 후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부터 1시간 동안 직무교육, 업무회의를 하고 있

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내

과외래 채혈실 채혈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

요일에는 2명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공휴

일에는 1명이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연중무휴로 연장근무하고 있다.  

리를 옮겼다. 1994년 김태훈, 유태민이 입사하

여 보라매병원을 거쳐 현재 본원에 근무 중이

며, 김태훈은 학회 외부정도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박준모는 10개월 근무 후 여의도성

모병원으로 옮겼다. 

1995년에는 장현영, 박훈수가 입사하여, 장

현영은 현재 보라매병원 근무 중이며. 박훈수

는 삼성서울병원 임상병리과로 옮겼다. 1998년

에는 윤태석, 김지나, 신선영이 입사했으며 윤

태석은 보라매병원 근무를 거쳐 현재는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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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실

1963년부터 채수영, 이영숙

이 동위원소실의 전반적인 업무

를 보다가 1974년 퇴직하였다. 

1973년 고경희가 입사하여 2년 

근무 후 1975년 3월 퇴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임상병리사 김현

주가 4월에 입사하여 동위원소

실장실의 제반업무를 2년간 하

였고 1977년부터 최송희가 5년

간 근무하였다. 1979년에 첫 정

규사무직 안성란이 입사하였고 2년간 근무 후 

전보되었다. 특수법인 전에는 접수업무를 임영

심, 최순혜, 조화자, 권명화가 거쳐갔다. 1980

년대 초에는 이부순, 정명희, 김사임, 박미숙, 

이강미, 이기분, 오정미, 최혜현이 의무전사와 

접수, 과장실을 담당하다가 중반에 퇴직하였

고 박미숙만 현재 본원 원무과에 근무중이다. 

1980년 중반에는 윤순분, 박춘자, 이종금이 입

사하여 윤순분은 의무전사 업무를 하다가 1994

년 퇴직하였고 박춘자는 접수 업무에 종사하다

가 1996년 퇴직하였고 이종금은 1년 근무 후 전

보되었다.

1986년에는 최정희, 김주희, 서영미가 입사

하였고 최정희는 의국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

지 교수 관련 업무 및 행정실 총 관리업무에 집

중하고 있으며 김주희는 접수 근무 후 1993년

에, 서영미는 의무전사에 종사하다 1989년 전

보되었다. 1987년 김순애가 의국업무에 애쓰다 

1995년 이직하였고 기우탁은 3년간 사무직에 

종사한 후 1990년 전보되었고 현재 임상의학연

구소 임상의학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다. 1990년

에는 노승옥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1993년 퇴

수석기사 회의

  과내 주요 의사결정 및 정보소통을 위한 기구인 수석기사 회의는 이명철 교수가 과장을 맡으며 시작되었다. 교

육, 연구, 진료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교수회의에 더해, 진료업무를 중심으로 보건직 등 과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여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과장, 기사장, 영상검사실 수석기사, 검체검사실 수석기사, 소아검사실 수석

기사 등, 5명이 모여 각 검사실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매년 초에는 수석기사 회의를 확대하

여 의무장, 연구부문, 행정부문, 방사선안전관리 등 부문별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여 ‘간부 워크숍’을 진행했고 여

기서 부문별로 현황 요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과가 커지면서 의무장, 교수진, 방사약사, 수

석 전공의, 간호사가 수석기사 회의에 포함되었다.

  2010년 현재, 수석기사 회의는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16명이 참석하여 과내 진료, 연구, 교육 등 관련된 여

러 업무의 공식적인 정보소통, 의사결정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과내 주요 의사결정 및 정보소통을 위한 기구인 수석기사 회의는 이명철 교수가 과장을 맡으며 시작되었다. 교

육, 연구, 진료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교수회의에 더해, 진료업무를 중심으로 보건직 등 과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여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기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과장, 기사장, 영상검사실 수석기사, 검체검사실 수석기사, 소아검사실 수석

기사 등, 5명이 모여 각 검사실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매년 초에는 수석기사 회의를 확대하

여 의무장, 연구부문, 행정부문, 방사선안전관리 등 부문별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여 ‘간부 워크숍’을 진행했고 여

기서 부문별로 현황 요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과가 커지면서 의무장, 교수진, 방사약사, 수

  2010년 현재, 수석기사 회의는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16명이 참석하여 과내 진료, 연구, 교육 등 관련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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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고 후임에 최윤희가 2002년까지 근무하

다가 전보되었고 현재 외래진료지원실 콜센터

에 근무하고 있다.

1993년에는 남은주, 신은영이 입사하여 접수, 

의국업무, 의무전사업무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해 곽은자는 1997년 전보되어 현

재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연구지원실에  근무하

고 있다. 1994년 입사한 주홍녀는 주로 검체검

사실 접수업무를 했으며 2002년 전보되어 현재 

어린이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

다. 1995년에는 박선경이 입사하여 영상검사실 

접수실 근무 후 2000년 퇴직하였고 1996년에는 

황미나가 입사하여 접수 근무 후 1999년 전보

되어 현재 내과의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0년에는 최윤정이 입사하여 현재까지 행

정업무를 보고 있으며 김현화는 14개월 근무 

후 전보되어 현재 어린이병원 소아분과교수실

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영주는 2001년 12월부

터 의무전사일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부터는 안미숙이 3년간 근무 후 전보되어 

현재 외래진료지원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

다. 2006년에는 문영실이 전보되어 의무전사일

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행정업무는 선임기사가 담당

하였고 동위원소실장 비서업무, 환자를 보는 

접수업무, 의무타자업무는 고용직이 담당했다. 

1978년 특수법인 후 기사장제도가 생겨 기사장

이 행정을 담당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직

이 충원되어 행정을 보조하였고 운영기능직은 

각 검사실 접수와 의무전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980년 중반에는 주로 교수 비서와 접수 직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무실 정리, 교수 업무

보조 등 단순한 비서역할과 행정업무를 담당하

였다. 그 당시에는 주로 교수 강의자료 작성 및 

강의슬라이드 필름 등을 타자기로 만들고 부수

적으로 핵의학회일도 담당하였다. 이후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정준기 교수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보석글로 워드문서를 배웠고 후에 

Lotus, dbase를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데이터 

통계 및 그래프 작성 등 한단계 높은 자료 분석

업무을 하였으며 학회일도 컴퓨터로 타과보다 

먼저 주소 라벨 작업을 시작하여 교수들이 타

과에 자랑을 하곤 하였다.  그 당시 2명의 직원

이 비서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고 1명의 사무직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후로 빠르게 컴

퓨터와 사무자동화가 변해가고 1997년 핵의학

교실이 설립되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교수들

도 늘어나면서 현재는 연구비담당 보조연구원

인 김수정, 조예란, 강승현을 포함한 6명과 1명

의 국제업무 담당자가 임윤희가 학사, 연구행

정 및 의국업무를 하고 있다. 

1987년부터 연구과제를 통합 운영^관리하면

서 연구비 사용에 있어 교수들과 교실원들은 행

정실을 통하여 집행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30

여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집행 뿐만 아니

라 신규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비 예산 및 정산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교수의 연구

를 돕고 핵의학 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데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핵의학교실, 방

사선응용생명과학협동과정, WCU 대학원 학사

업무 및 물리, 인지, 화학, 생물팀 등 35명 남짓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해 복지 및 연구 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세계핵의학회를 한국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함께 준비할 실무 담당

자가 필요하게 되어 2001년 이순용이 입사하여 

학회 준비 작업을 하다가 2003년에 퇴직하였고 

후임자로 김승원이 입사하여 학회를 성공리에 

하였고 동위원소실장 비서업무, 환자를 보는 

접수업무, 의무타자업무는 고용직이 담당했다. 

1978년 특수법인 후 기사장제도가 생겨 기사장

이 행정을 담당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직

이 충원되어 행정을 보조하였고 운영기능직은 

각 검사실 접수와 의무전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980년 중반에는 주로 교수 비서와 접수 직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무실 정리, 교수 업무

보조 등 단순한 비서역할과 행정업무를 담당하

였다. 그 당시에는 주로 교수 강의자료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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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한산업주식회사 

  새한산업은 국내기업으로서 1967년 시작하여 1970년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 198Au colloid, 131I rose 

bengal, 131I hippuran 등을 수입 공급하였다. 처음에는 Amersham(영국), Dainabot(일본) 등으로부터 
32P, 75Se 등의 동위원소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세관에서 동위원소를 일반물건과 같이 취급하여 통관절

차를 밟는데 보통 3~4일씩 소요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75Se methionine 1 mCi를 영국 Amersham에서 수

입할 때부터 당일통관 시스템을 정착하였다. 

  1970년대에 검체검사 RIA가 활발해짐에 따라 Abbott(미국)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Daiichi(일본), 

Mallinckrodt(미국) 등의 키트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Abbott, Packard(미국)의 감마선계측기와 베타선

계측기를 도입하여 공급하였고 특히 1978년 이후에는 Picker, MEDX, SOPHA 등의 감마카메라와 SPECT 

등 의료기기를 국내에 도입하여 전국 병원에 설치하였다. 

  대표이사 김철종은 1963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76년 1월 대표이사가 되었다. 2000

년 싱코르헬스케어주식회사 회장, 2005년 새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김철종 회장은 2007년부

터 2010년 2월까지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 4월부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며 

1995년 방사선안전문화정착과 이용개발촉진 과학기술처장관 표창, 2009년 대한핵의학회장 공로상, 2010년 과

학기술훈장 혁신장 등을 수훈하였다.

  1990년대부터 연구원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의 기초를 다진 새한산업주식회사는 2005년 이동수 교수가 서울시

의 지원으로 ‘첨단의료영상개발클러스터’를 산학협력과제로 시작할 때 정재민 교수의 방사화학연구를 지원하며 산

학협동연구를 공식화하였다.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에서 국내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 학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주)HDX

  1982년 설립한 해동기기는 방사선치료장비를 주로 다루는 회사로서 1990년대 중반 ADAC의 SPECT 

(Vertex)를 공급하면서 핵의학 분야로 진출하여 1996년 처음 서울대학교병원에 ADAC의 심근 SPECT를 설치

하였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여러 대의 SPECT 카메라를 비롯하여 PET/CT Gemini를 공급하였고, 최

근에도 심근 SPECT 전용 CardioMD를 비롯하여 보라매병원 PET/CT 등을 공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생명과학관이 건축되면서 지하에 산학협동 연구전용 사이클로트론

(IBA, 18 MeV)을 설치하여 새로운 산학협동 모델을 구축하였다. 2005년 서울시 ‘첨단의료영상개발클러스터’ 산

학협동과제를 이동수 교수가 시작할 때 이재성 교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지원하여 최근 기술실시를 앞두고 있

다. 

마친후 2007년에 퇴직하였다. 한연주는 2002

년 입사하여 2003년 퇴직하였으며 후임자로 한

주형이 입사하여 학회를 성공리에 끝마친 후 퇴

직하였다.  4년간 교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

여 성공적으로 세계핵의학회를 개최 한 후 동시

에 본과의 국제 업무를 담당할 임윤희가 2007

년에 입사하여 현재는 IAEA의 Collaborating 

Center로써, 아시아 국가에서 본과에 훈련받기 

원하는 각 나라의 훈련생의 연수프로그램 진행

을 위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지역핵

의학협력기구(ARCCNM) 사무국으로써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의학분야를 이

끌어 가며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도록 이

바지 하고 있으며, 또한 (사)원자력응용의학진

흥협회, 한국PET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국내 핵의학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서 일하고 있다.

학협동연구를 공식화하였다.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에서 국내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 학회의 성공에 크게 

  1982년 설립한 해동기기는 방사선치료장비를 주로 다루는 회사로서 1990년대 중반 ADAC의 SPECT 

(Vertex)를 공급하면서 핵의학 분야로 진출하여 1996년 처음 서울대학교병원에 ADAC의 심근 SPECT를 설치

하였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여러 대의 SPECT 카메라를 비롯하여 PET/CT Gemini를 공급하였고, 최

근에도 심근 SPECT 전용 CardioMD를 비롯하여 보라매병원 PET/CT 등을 공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생명과학관이 건축되면서 지하에 산학협동 연구전용 사이클로트론

(IBA, 18 MeV)을 설치하여 새로운 산학협동 모델을 구축하였다. 2005년 서울시 ‘첨단의료영상개발클러스터’ 산

학협동과제를 이동수 교수가 시작할 때 이재성 교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지원하여 최근 기술실시를 앞두고 있

P
a
rt 3

 / 주
요

분
야

별
 5

0

141 제3장 주요분야별 50년사



해동기기는 2009년 9월 정상진 회장을 대표이사로 (주)HDX로 전환하여 의료장비 전문 기업이면서 종업원수가 

200여명에 이르는 기업이 되었고 자회사로 병원 인테리어 및 차폐 관련 전문 건설사 텍시빌을 설립하여 핵의학분

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가 되었다.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에서 국내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 학회

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주)삼영유니텍

  1992년 산업용기계 및 자동화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삼영유니텍(대표이사; 정경일)은 방사선기술

(RT) 사업부를 두고 99mTc 발생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분당서울대학병원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국산사이클로트론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산학협력협약 하에  

사이클로트론(KIRAMS-13)을 설치하고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서울시산학연과제를 비롯하

여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여 국내외에 벤치마킹사이트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 등에 

국내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하였고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에 국산 사이클로트론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2008

년 사이클로트론 신기술실용화 공로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4. (주)부경에스ㆍ엠

  1980년 4월 주식회사 부경사로 시작한 부경에스ㆍ엠은 설립 이후 꾸준히 서울대학교병원에 Mo/99mTc 발생기

와 방사성의약품 cold vial 여러 RIA 키트 등을 공급해 왔다. 2010년 현재 Mo/99mTc 발생기(750 mCi, 1.5 

Ci), 201Tl, MIBI, 68Ge 표준선원, 57Co 표준선원, 갑상선호르몬 검사키트, A형 간염검사키트, 에스트로겐 검사

키트, 알레르기 검사키트 등을 공급하고 있다.

  2005년 5월 (주)부경에스ㆍ엠(대표이사 오영호)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Siemens(미국), Brahms (독일)등의 

RIA키트, Lantheus Medical Imaging(미국)의 99mTc 발생기, Cardiolite(SestaMIBI), Neurolite(ECD) 

등 cold vial, Eckert & Ziegler(미국)의 감마카메라 및 PET 관련 표준선원 등을 공급하고 있다. 

5. (주)광원교역주식회사

  1994년에 설립된 광원교역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욱)는 Biosource(벨기에), Immunotech(프랑스) 등의 RIA 

키트를 수입, 서울대학교병원에 공급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국산 131I, 99mTc 발생기와 Beckman Coulter(프

랑스), Diasource(벨기에) 등의 RIA키트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6. (주)상정인터내셔널

  1978년 상정상사주식회사에서 동위원소 부서로 시작한 후 1991년 상정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 송인권)

로 분사하여 CIS (프랑스), Clinical Assay (미국) RIA 키트를 수입 공급하였고 이후 ICN Bio Medics, 

Extrabona International, Bouty, Diasorin, ROTOP 키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990

년 이후 90Y, 12종목의 RIA 키트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7. (주)호일바이오메드

  1990년 1월 설립한 (주)호일양행(대표이사 김기옥)은 2001년 (주)호일바이오메드로 바뀌었으며, TFB(일

본), BYK-SANGTEC(독일), Diasorin(이태리), Izotop(헝가리) 등으로부터 CA19-9, CA125 RIA키트와 

SR300 전자동방사면역분석기 등을 공급하였다. 2004년엔 튜브와 비드타입 모두 세척가능한 자동세척기(Multi 

Washer 50)를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Extrabona International, Bouty, Diasorin, ROTOP 키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990

년 이후 90Y, 12종목의 RIA 키트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7. (주)호일바이오메드

  1990년 1월 설립한 (주)호일양행(대표이사 김기옥)은 2001년 (주)호일바이오메드로 바뀌었으며, TFB(일

본), BYK-SANGTEC(독일), Diasorin(이태리), Izotop(헝가리) 등으로부터 CA19-9, CA125 RIA키트와 

SR300 전자동방사면역분석기 등을 공급하였다. 2004년엔 튜브와 비드타입 모두 세척가능한 자동세척기(Multi 

Washer 50)를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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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신진메딕스

  1992년 3월 창업한 (주)신진메딕스(대표이사 이관행)는 면역진단키트를 국산화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30여종

의 RIA키트와 10여종의 EIA키트, 자동감마선계측기, 자동시험관세척기, 배란기 등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여 공급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와 함께 1999년 설립한 진단시약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키트를 평가하고 수

준을 향상시켜 최근에는 외부정도관리상 수입키트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키트를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2008년에

는 핵의학검사 자동화시스템(RALS)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자회사 형식으로 2009년에 랩케어 진단검사의

학과의원을 설립하였다.

9. Siemens

  1960년대에 한국 지사를 설립한 독일 기반 다국적 회사 Siemens는 1994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PET을 설치

할 때 서울대학교병원에 ECAT 모델의 PET 장비를 공급하였고 이 장비는 2010년 현재까지도 가동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 뼈스캔을 주로 하는 5대의 감마카메라와 2008년 도입한 Biograph PET/CT 

등 여러 장비가 공급되어 임상진료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2009년 가을에는 영상장비의 임상응용프로토콜을 서

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개발하는 Master Research Agreement(MRA)를 체결하여,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의 핵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Siemens 의료영상장비 개발 초기에 임상응용기법을 함께 개발할 전망이다.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서 학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10. General Electric(GE)

  미국 기반 다국적 회사인 GE는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Amersham을 합병하여 GE헬스케어를 

포괄하는 기업이 되었다. 2008년 말 서울대학교병원에 소동물용 eXplore VistaCT  PCI PET/CT를, 2009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PET/CT Discovery VCT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는 Hawkeye SPECT/CT를 공

급하였고, 연구용 사이클로트론에는 11C 합성모듈인 Tracer Lab FX MeI를 공급 설치하였다.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서 학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11. Philips 

  네덜란드 기반 다국적 회사 Philips는 ADAC과 Picker를 합병하여 한국에는 SPECT와 PET, PET/CT 등

을 공급한 회사로 2006년 제9차 WCNMB에서 다이아몬드지원기업으로 학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거 해

동기기(HDX)를 통하여 기기를 공급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한국Philips가 핵의학장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

였으며, 특히 2008년 6월부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3개 감마카메라(Forte, Vertex60, Argus)와 1대의 

PET 스캐너(Allegro)에 대한 장비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12. (주)SI헬스케어

  2006년에 설립한 (주)SI헬스케어(대표이사 이종일)는, 동물실험용 전임상기기 전문업체로 서울대학교병원에 

IVIS 광학영상장비(Xenogen),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NanoPET/CT(Bioscan)를 설치하였다. 

  2006년에 설립한 (주)SI헬스케어(대표이사 이종일)는, 동물실험용 전임상기기 전문업체로 서울대학교병원에 

IVIS 광학영상장비(Xenogen),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NanoPET/CT(Bioscan)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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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인력양성

1) 학생, 전공의, 전임의

가. 학부생 교육

1997년 핵의학교실 설립 이전의 핵의학 학부

생 교육은 주로 통합(블록)강의 또는 내과 및 진

단방사선과 교과목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

다. 1970~80년대에는 2학년 통합강의 중 혈액

학, 내분비학, 순환기학, 소화기학, 신장학 등의 

교과목에서 1시간씩을 배정받아 강의하였고, 

1990년대에는 종양학 통합강의에도 강의가 추

가되었다. 3학년 과정에서는 진단방사선과학

에서 2시간을 할당받아 개론과 영상기법을 강

의하였고, 내과학에서는 5시간을 할당받아 핵

의학의 임상적용을 강의하였다.

실습은 1980년 이전까지 3학년 내과 12주 실

습 중 수 시간 가량을 교육하였으며, 4학년에 

4~12주의 elective course 교육을 하기도 하였

는데 이 때 우수한 연구로 상을 받은 학생도 여

럿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습 교육은 내

과와 더불어 진단방사선과 실습에서도 시간을 

할당받아 시행하였는데, 내과 실습에서는 1992

년 2시간, 1994년 5시간, 1996년 10시간 등, 시

기에 따라 수업 시간을 조정하였고 진단방사선

과 실습 중에는 꾸준히 2시간을 교육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핵의학 교육은 1997

년 핵의학교실 창설 이후 본격화되어, 이듬해

인 1998년 3월 최초로 3학년 학부 교과과정에 

1학점 ‘핵의학’ 교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때 

주당 1시간씩(토요일) 한 학기에 걸쳐 19시간

의 강의교육을 시행하였고 실습은 여전히 내과

학 실습 중 10시간(격주 목요일 오후~금요일), 

진단방사선과학 실습 중 2시간(월요일 오후)을 

할당 받아 교육하였다. 이후 핵의학 교과목은 3

학년 교과과정 중 1학점 과목으로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는데, 실습은 2004년 3학년 임상 통

합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영상의학/핵의학 실습

으로 명칭이 변경 신설되어 2주간의 실습 중 둘

째 주 8시간(월요일)을 교육하게 되었다. 내과

학 실습 중 교육도 여전히 지속되어 8시간(격주 

목요일)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4시간(격주 

금요일 오전)으로 다시 조정되어 총 12시간의 

실습 수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부터 분당병원과 교육을 분담하여, 2개 조로 나

눈 뒤 한 조씩 본원과 분당병원에서 동일 교과

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핵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핵의

학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던 대학의 학부

생들을 위탁 받아 교육하기도 하였는데, 인하

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서

울대학교병원에서 핵의학 실습 수업을 받았다.

나. 전공의 교육

1995년 핵의학전문의 제도가 신설되면서 

1996년 첫 핵의학전공의를 선발하게 되었으나, 

핵의학 강의 수업 내용

연도 강의 구성

1969

핵의학서론, 핵의학 영상형성의 원리, 심

맥관계 질환 핵의학, 조혈장기 핵의학, 내

분비 질환 핵의학, 위장관 및 간담도계 질

환 핵의학, 종양질환 핵의학

2009

핵의학개론 및 영상원리, 방사성의약품, 

뼈 및 관절계, 간담도계 및 소화기계, 

PET, SPECT, 분자핵의학영상, 생물학

적 검사와 감염 및 전신질환, 방사성의약

품 치료

 

기에 따라 수업 시간을 조정하였고 진단방사선

과 실습 중에는 꾸준히 2시간을 교육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핵의학 교육은 1997

년 핵의학교실 창설 이후 본격화되어, 이듬해

인 1998년 3월 최초로 3학년 학부 교과과정에 

1학점 ‘핵의학’ 교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때 

주당 1시간씩(토요일) 한 학기에 걸쳐 19시간

의 강의교육을 시행하였고 실습은 여전히 내과

학 실습 중 10시간(격주 목요일 오후~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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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에서 1~2명이 1~3개월 파견 근무

를 하며 전공의 교육이 시행되었다. 영상판독, 

교과서 강독, 문헌초록, 증례토론, 방사성옥소 

치료 등으로 수련 교육 일정이 구성되어 있었

다. 파견 근무는 점차로 줄어 1990년대 초반에

는 내과 1명, 진단방사선과 1명이 1개월씩 파

견 근무를 하였고, 핵의학전공의 제도가 정착

된 1999년 이후에는 업무부담의 의미는 없이 

교육적 차원에서 파견이 이루어졌다.

1996년에는 핵의학전문의 제도 신설 이후 명

실상부한 첫 핵의학전공의로 김석기가 입국하

2010년 전공의(상반기 본원)

2010년 전공의(상반기 분당병원 및 암센터)

그 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내에는 핵의

학 전공의라는 비공식적 개념이 있었다. 

1966년 김명재, 1968년 이정상, 최강원 

등이 내과 전공의로서 핵의학에 입문하

여 이문호 교수의 대학원 지도학생으로 

방사성동위원소실에서 전일제로 근무하

며 연구하였다. 이후 1974년 이명철이 최

초로 군진의료 핵의학전공요원으로 별도 

선발되어 내과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실

질적인 국내 첫 핵의학전공의가 되었다. 

이명철은 고창순 교수의 지도학생이 되

었다. 이듬해 홍기석, 김명덕이 이와 같이 입국

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내 분과전

공의로서 실질적 핵의학전공의가 계속 이어졌

다(역대 전공의 표 참조). 이 외에도 내분비학, 

호흡기학, 혈액종양학, 신장학, 감염학, 류마티

스학 등, 다른 분과를 주 전공으로 하면서도 핵

의학에 대한 열의를 가진 내과전공의들이 이문

호, 고창순 교수 지도 하에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와 진료에 노력하였고, 이들이 동원회라는 

모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핵의학교실 설립 전까지 1970~1980년대에는 

내과와 방사선과전공의 과정 중 내과에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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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핵의학 전공의

연도 전공의 연도 전공의

1974 이명철 1993 소영, 김선욱

1975 홍기석 1994 이원우

1976 김명덕 1995 강원준

1977 - 1996 김석기

1978 정준기 1997 천기정

1979 손인, 한진석 1998 김유경

1980 임상무, 김병태 1999 -

1981 신성해 2000 팽진철

1982 오연상 2001 이호영

1983 문대혁 2002 이종진, 강원준*

1984 김상은 2003 박은경, 어재선

1985 최창운 2004 김범산, 장성준

1986 - 2005 오소원, 임일한, 장수진

1987 이경한 2006 강지연, 송요성, 이정원

1988 최윤호 2007 문승환, 심혜경, 이상미

1989 - 2008 권현우, 이효상, 임형준

1990 여정석 2009 김용일, 김철한, 윤혜전, 김석균*

1991 - 2010 오미영, 이은성, 천인국

1992 강건욱 ( * : 내과 전문의로서 전공의 과정 수료)

핵의학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2009)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과정구분
기본임상핵의학 

수련과정

핵의학 심화 수련 및 

리더십 양성과정

주교육목표
임상핵의학 기초능력 

배양

임상핵의학 의사로서의 

능력 심화

임상핵의학 완성 및 의

학연구 기본소양

지도감독 능력 및 독자

연구 능력

특기사항
내과, 영상의학과 파견

(각 2개월)

내과, 영상의학과 파견

(각 2개월)
집중연구(3개월) 외부병원 파견(2개월)

1987 이경한

1988 최윤호

1989 -

1990 여정석

1991 -

1992 강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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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역대 전임의

연도 전임의 연도 전임의

1983 박형근 1997 소영, 이명호

1984 박성기 1998 김경민, 임석태, 여정석

1985 박석건 1999 강건욱

1986 범희승, 임상무 2000 민정준

1987 궁성수, 이강욱, 이명혜 2001 정환정

1988 고은미, 양승오 2002 김성은, 황경훈, 강원준

1989 문대혁, 이범우 2003 최미연

1990 김덕윤, 김상은, 이동수 2004 -

1991 최창운 2005 석주원

1992 배상균, 양형인 2006 -

1993 김종호, 이경한 2007 -

1994 현인영 2008 팽진철, 김범산(분당)

1995 김은실 2009 오소원, 이종진(분당)

1996 윤석남, 송호천 2010 어재선, 강지연(분당)

였다. 1999년에 IMF 사태의 후폭풍으로 진단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과 함께 핵의학전공

의 지원자가 급감하여 선발하지 못한 해도 있

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우수한 전공의들의 지원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 전공의 정원은 1996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1명이지만, 2003년 분당병원의 전공의 정원 1

명이 추가되었고 2005년 국립암센터의 전공의 

1명도 통합 선발, 교육하게 되어 현재까지 매

년 3명의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다. 2003년 이

후 전공의는 각 병원을 균등 순환하며 수련을 

받고 있다. 다만, 국립암센터 순환근무 중 내과

와 영상의학과 파견은 본원으로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

었으나 기초핵과학, 핵의학영상판독, 체외검

사, 방사성동위원소치료, 핵의학 기초연구 등

을 망라하고 있다. 대한핵의학회 수련규정에 

따라 임상능력 함양을 위하여 내과와 영상의학 

파견을 시행하였는데,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는 각 6개월, 2005년 이후는 각 4개월씩 파견하

고 있다. 2009년 대한핵의학회에 제출한 수련

계획표 상의 주 교육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핵

의학과는 일찍부터 연구 성과에 따라 전공의 기

간 중 1~2회의 해외학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였

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핵의학전공의 제도의 

정착과 발전, 국제적 리더십 확보노력 등에 기

반해 전공의 해외파견(2007년 오소원, 2009년 

송요성, 2010년 심혜경)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고 있다. 2009년 대한핵의학회에 제출한 수련

계획표 상의 주 교육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핵

의학과는 일찍부터 연구 성과에 따라 전공의 기

간 중 1~2회의 해외학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였

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핵의학전공의 제도의 

정착과 발전, 국제적 리더십 확보노력 등에 기

반해 전공의 해외파견(2007년 오소원, 2009년 

송요성, 2010년 심혜경)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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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경우에도 외부 전공의 위탁 교육이 

많았는데, 특히 핵의학과가 없는 병원에서 진

단방사선과를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1~2개월

간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대한핵의학회 

수련기준에 의해 파견 온 타병원 외부 핵의학 

전공의들도 많이 교육하였다.

다. 전임의 연수

서울대학교병원은 1983년 국내 최초로 핵의

학전임의 연수 과정을 시행하였고(첫 전임의 

박형근), 이후 꾸준히 핵의학전임의 과정을 통

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핵의학전공자로 재교육

하거나 심화 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핵의학 발전의 인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역대 전임의 표 참조). 특히, 범

희승, 김덕윤, 현인영과 같이 타 병원에서 전공

의 과정을 이수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임의 과

정을 통해 핵의학을 심화 연수한 핵의학전공자 

상당수가 현재 전국 주요 병원에서 근무하며 핵

의학을 이끌고 있다. 핵의학전임의 과정은 주

로 연구경험과 업적을 쌓는 데 중점을 두었는

데, 이를 통해 PET, 분자영상 등 서울대학교가 

이끌고 있던 분야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전남대학교병

원에서 전공의를 마친 민정준은 2000년 서울대

학교에서의 전임의 과정 이후 미국 UCLA Sam 

Gambhir 교수의 연구실로 연수를 다녀와 현재 

국내 분자영상학 분야의 핵심 연구자로 활동하

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적 리더십 강화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ARCCNM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

에서 임상 전임의를 받아 교육하고자 하고 있

다. 

라. 집담회

학생, 전공의, 전임의, 대학원생 등의 교육에 

있어서 집담회는 매우 중요한 교육 공간이었

다. 과내 집담회의 기원은 1960년대 병원 차원

에서 행해지던 postgraduate training schedule

이었다. 1967년 병원 연보에도 매주 화요일 

화요세미나 일정표 예: 1985년 2학기

날짜 담당 주제

09월 03일 이홍규 Briefing on the current IDDM

09월 10일 김동집 BM transplantation

09월 17일 송영기 Dopaminegic effect on hyperprolactinemia in hypothyroid patients

09월 17일 김대중 Pharmacokinetics of pyrazinamide

10월 22일 문대혁 Immunology I. Clinical & laboratory evaluation

10월 29일 이동수 Immunology II. Autoimmunity

11월 05일 박석건 Immunology III. ANA and other autoAb

11월 12일 오연상 Immunology IV. Complement

11월 19일 안규리 Immunology V. Transplantation immunology

11월 26일 정준기 Radioimmunodetection

박형근), 이후 꾸준히 핵의학전임의 과정을 통

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핵의학전공자로 재교육

하거나 심화 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핵의학 발전의 인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크

게 기여하였다(역대 전임의 표 참조). 특히, 범

희승, 김덕윤, 현인영과 같이 타 병원에서 전공

의 과정을 이수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임의 과

정을 통해 핵의학을 심화 연수한 핵의학전공자 

상당수가 현재 전국 주요 병원에서 근무하며 핵

의학을 이끌고 있다. 핵의학전임의 과정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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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설립 후 과내 아침 집담회 변천

요일 1996 1999 2003 2009

월 미니심포지움

화 화학임상연구모임 문헌초독회 문헌초독회 문헌초독회/흥미영상

수 미니심포지움 미니심포지움 미니심포지움

목 문헌초독회 화학임상연구모임 화학임상연구모임 교수강의

금 영상집담회 흥미영상/교수강의 흥미영상/교수강의 연구모임

토 물리임상연구모임 물리임상연구모임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내과 의국에서 

‘Nuclear Medicine Seminar’가 있었던 기록

이 있다. 고창순 교수가 서울대학교로 복귀하

고 난 1970년부터는 동원회 자체의 화요세미

나를 개최하였다가 1978년 핵의학과 설립 이후 

본격화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하였으나 

이후 각 전문분과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발전적으로 중단하였다. 1980년 

당시 오후 4시~5시가 집담회 시간이었으며, 월, 

화, 목은 교과서 감독, 수요일은 의공학과 공

동 세미나, 금요일 문헌초록, 토요일 problem 

case 등으로 짜여 있었다. 1981년에는 핵의학 

물리 교육이 추가되었다.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장려센터를 유치하며 금요세

미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1997년 4월 10일 교실 설립 이후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는 과내 집담회 시간으로 고

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998년까지

는 월, 화, 목, 금, 토요일로 주 5회 집담회가 있

었으나, 주말에 월요일 집담회를 준비하는 것

이 어려워서 1999년 월요일 집담회가 수요일로 

옮겨졌으며, 2003년에는 병원 토요휴무와 함께 

토요일 집담회가 폐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내 집담회의 초기 주요 구성은 최신 문헌에 

대한 초독회, 한 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인 미니

심포지움, 임상증례에 대한 영상집담회, 물리 

및 화학 연구 모임 등이었다. 이후 과내 집담회

의 변천 경향은 교육강화와 연구실 모임의 전

문화, 개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99년에는 교

육강화를 위해 교수강의가 추가되었고, 2005년

에는 교수강의가 격주에서 매주로 바뀌었으며, 

2006년부터는 2개월 남짓 핵의학 전체를 체계

적으로 집중 교육하는 structured course가 신

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 

수업에 전체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화학, 물리 임상연구모임

은 초기에는 연구실 모임처럼 운영되기도 하였

으나 정재민, 이재성, 강주현, 강은주, 김순학, 

이윤상 교수 등 PhD 교수의 발령에 따라 각 분

야가 개별 연구실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전체 

집담회의 연구모임은 연구경과를 소개하고 분

야간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로 점차 바뀌었

다. 임상 각 과와의 집담회는 임상적 요구와 필

요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집담회의 형식에 있어서는, 정준기 교수의 미

국 연수 후인 1990년대 초부터 미니심포지움을 

영어로 진행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흥미영

이윤상 교수 등 PhD 교수의 발령에 따라 각 분

야가 개별 연구실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전체 

집담회의 연구모임은 연구경과를 소개하고 분

야간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로 점차 바뀌었

다. 임상 각 과와의 집담회는 임상적 요구와 필

요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집담회의 형식에 있어서는, 정준기 교수의 미

국 연수 후인 1990년대 초부터 미니심포지움을 

영어로 진행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흥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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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담회도 영어로 진행하여 국제화를 추진하

였다. 2005년부터는 3개 병원을 연결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서울대학교병원 최초로 도입하

여 전공의의 순환 근무 중에도 무리 없이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학원 교육

핵의학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대

학원 과정은 동원회 시절 이문호, 고창순 교수

를 지도교수로 하는 내과학교실 대학원 과정에

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교실이 설립되면서 

1997년부터 의학과 내에서 핵의학 전공 대학원

생을 뽑아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학위 과정이 정비되기 전에는 기초과학 분야에

서 대학원 과정 중인 학생이 핵의학과에서 연구

를 진행하며 핵의학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하

여 학위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대

표적인 이들이 정재민, 이재성, 이윤상 등이다.

한편, 융합연구라는 핵의학 연구의 특성상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 만 아니라 

연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핵의학물리학, 방사화학, 분자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인력들을 상호 연관 하에 체계

적으로 교육할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의학교실 및 이

와 비슷한 요구를 가진 다른 교실 또는 의과대

학 외의 타 단과대학들이 힘을 합쳐 의과대학 

내에 협동과정을 만들어 대학원생을 모집, 지

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종양생

물학협동과정, 방사선응용생명과학협동과정, 

뇌과학협동과정 등이다.

가. 의학과 내과학 전공 대학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초기에는 별도의 대학원 

과정 없이 특정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와 논문작

성을 지도 받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체

제였다. 이 당시에도 이문호 교수의 지도로 여

러 사람이 학위를 받았으나 정규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어 1966년 김명재가 처음으로 대학원 석

사과정에 입학하였고 1973년 1호 박사가 되었

다. 고창순 교수의 첫 박사과정생은 이명철로 

1983년 학위를 받았다.

내과학 교실 소속으로 이문호, 고창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핵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

은 이후 동원회라는 모임을 통해 핵의학교실의 

전신이 되었다. 또한 이명철, 정준기 교수가 발

령 받은 뒤에도 핵의학교실이 독립하기 전까지

는 내과학교실 소속으로 한동안 핵의학 전공 대

학원생을 선발하였다.

나. 의학과 핵의학 전공 대학원

1997년 핵의학교실 설립 뒤 핵의학교실 차원

에서 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1998

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상은이

가 첫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임의 여정석이 첫 

석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김상은 교수는 

2000년 핵의학교실에 배출한 1호 박사가 되었

다. 이후 연평균 석, 박사 각 1명 정도가 입학

하고 있다.

다. 종양생물학 협동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은 

학생에게 암에 대한 과학을 통합적으로 교육함

으로써 암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를 양성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1998년 시작되었다. 

암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등을 전공하는 인력들을 상호 연관 하에 체계

적으로 교육할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의학교실 및 이

와 비슷한 요구를 가진 다른 교실 또는 의과대

학 외의 타 단과대학들이 힘을 합쳐 의과대학 

내에 협동과정을 만들어 대학원생을 모집, 지

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종양생

물학협동과정, 방사선응용생명과학협동과정, 

뇌과학협동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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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교실 소속 핵의학 전공 대학원생

지도교수 이문호 고창순

1963 박사: 신규식

1964 박사: 박경호

1965
박사:  김성심, 김은배, 도상탁, 전택준, 조환구, 

        최  영, 조태룡, 김대영

1966 박사: 정원영, 정세우, 고창순

1967
박사: 강태중, 김용복, 이종구, 김동집, 한만청,  

        신옥하, 신수룡 

석사: 김명재     

1968 석사: 김기원, 이정상, 이종석, 강신일

1969 석사: 최일영, 구인서, 이경자, 노흥규

1970 박사: 박길용, 정경태, 최근출, 최학룡

석사: 이홍규

1971 박사: 최학룡

석사: 송인경, 신현정

1972 박사: 이영우

석사: 김병국, 김원동, 최강원, 김관엽, 김목현

1973 박사: 김관엽, 구인서, 김명재, 이정상

석사: 고행일, 조보연

1974 박사: 김동섭, 이경자

석사: 김광원, 최성재

1975 박사: 한지영, 서환조, 김기원, 노흥규

석사: 조경삼, 박근조

1976 박사: 김기원, 강신일, 신현정

석사: 이명철, 김성권, 홍성운

1977 박사: 최강원

석사: 이권전, 박선양

1978 박사: 김원동, 이홍규

석사: 김삼용

1979 박사: 김성권, 이종석 석사: 신영태, 정순일

석사: 권인순

1980 박사: 조보연, 송인경, 김병국, 최일영 석사: 정준기, 표희정, 손인, 한진석

석사: 김승택, 유명희, 최두혁, 표희정    

1981

석사: 신영태, 정순일

석사: 정준기, 표희정, 손인, 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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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문호 고창순

1982 박사: 이권전, 김광원, 최성재, 조경삼 석사: 안일민, 임상무, 김소연, 신성해

석사: 문희범, 윤휘중, 안용태

1983 박사: 김동순, 이중근 박사: 이명철, 강진영, 홍기석

석사: 박성기 석사: 오연상

1984 박사: 안일민, 박선양, 권인순, 박정식, 유명희, 최두혁 박사: 정순일

석사: 이명식

1985 박사: 표희정 석사: 이동수, 문대혁

석사: 이훈용, 이재훈, 이종석

1986 박사: 김삼용, 장연복, 박근조 박사: 김명덕, 김소연          

석사: 김대중, 정문현, 송영기, 서철원 석사: 오명돈, 김상은

1987 박사: 정준기, 윤휘중 석사: 최창운

석사: 서철원

1988 박사: 박성기
박사: 김승택, 박성기, 임상무, 손인, 

신영태, 한진석

석사: 이종호, 박수길 석사: 김병태, 서교일, 채동완

1989 박사: 송영기

석사: 이경한

1990 박사: 이동수, 신성해, 이명식, 이종석

석사: 이상구, 배현주

1991 박사: 이재훈

1992 박사: 문대혁, 궁성수, 박수길

1993 박사: 최창운

석사: 이가희

1994 박사: 서교일, 서철원      

석사: 윤형진

1995 박사: 김병태

1996 박사: 고경수, 이가희

석사: 소영

1997 석사: 김선욱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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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역대 대학원생 -박사

지도교수 이명철 정준기 이동수 정재민 김상은 강건욱 이재성

2000 김상은(핵의학) 

2001 강건욱(핵의학)

2002

2003 천기정(핵의학)

2004 소영(핵의학)

2005

2006 황경훈(핵의학) 이용진(종양생물)

김재승(핵의학) 김유경(핵의학)

2007 김성은(핵의학) 강원준(핵의학)

박은경(핵의학) 김석기(핵의학)

김영남(핵의학)

2008 전용현(종양생물)

2009 소민경(종양생물) 김진수(방사생명) 홍수경(뇌신경) 김수진(방사생명)

정혜경(종양생물) 강혜진(인지과학)

김현주(방사생명) 황도원(뇌과학)

김광일(종양생물)

2010

현재 

재학생
장성준(핵의학) 김승후(종양생물) 팽진철(핵의학) 이호영(분자종양) 임일한(핵의학) 김중현(방사생명)

박현수(핵의학) 장수진(핵의학)
이종진(분자종양)

이정원(핵의학)
김범산(뇌신경) 권순일(방사생명)

어재선(핵의학) 김희정(인지과학) 디네쉬(방사생명) 손경일(방사생명) 김철한(핵의학) 윤현석(의과학)

오소원(핵의학) 박효진(인지과학) 라티카(방사생명) 송명근(종양생물)

김수미(방사생명) 이보은(분자의학) 이학정(의과학)

이상미(핵의학)

(분자종양) 임일한(핵의학) 김중현

(분자종양)

이정원(핵의학)
김범산(뇌신경) 권순일

(방사생명) 손경일(방사생명) 김철한(핵의학) 윤현석(의과학)

(방사생명) 송명근(종양생물)

이학정(의과학)

이상미(핵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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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역대 대학원생- 석사

지도교수 이명철 정준기 이동수 정재민 김상은 강건욱 이원우 이재성

1996 강건욱(내과학)

1997

1998 이원우(내과학)

1999

2000 김보광(종양생물)

여정석(핵의학)

2001 김수지(핵의학) 최용운(종양생물) 천기정(핵의학)

2002 김유경(핵의학)

2003 신재훈(종양생물) 팽진철(핵의학) 서선영(종양생물)

2004 이호영(핵의학) 강원준(핵의학) 김윤희(뇌과학) 

김광일(종양생물)

오현정(종양생물)

2005 이종진(핵의학) 김석기(핵의학)

김현승(인지과학)

김희정(인지과학)

2006 김중현(방사생명) 김범산(뇌신경)

어재선(뇌신경)

2007 장성준(핵의학) 이지영(뇌과학)

2008 오소원(핵의학) 김승후(종양생물) 이학정(방사생명) 임일한(핵의학)

장수진(종양생물)

2009 고미향(뇌과학) 이정원(핵의학) 강지연(핵의학)

2010 김현희(종양생물) 송요성(핵의학)

고해영(방사생명)

현재 김영화(의과학) 임윤경(인지과학) 문승환(뇌신경) 이효상(핵의학) 김지후(방사생명)

재학생 유경현(종양생물) 함자랑(인지과학) 최재연(방사생명) 이찬미(의과학)

나주리(의과학) 김은경(인지과학) 양보연(방사생명) 윤혜전(핵의학) 고근배(의과학)

심혜경(핵의학) 이영경(방사생명) 유혜빈(뇌인지)

권현우(분자의학) 조은아(방사생명)

임형준(분자의학)

김용일(분자의학)

진연아(방사생명)

장재호(분자의학)

천인국(분자의학)

현재 김영화(의과학)

재학생 유경현(종양생물)

나주리(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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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이 협동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졸업 

후 생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에 힘써, 선진국

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

소,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종양 생물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를 양성하고 있다.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의 교육 목표는 일차적으로 종양생물

학에 관련된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인

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 종양생물학 연구

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나, 

졸업 후 생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나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에도 힘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의사 출신 학생에게는 이공

계적 지식 함양을 위하여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에 역점을 두고,  출신 학생에게는 의학 지식 함

양을 위하여 기초의학 교육에 역점을 두어, 졸

업 후 양자가 서로 교감하고 협동하여 BT 분야

연구에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핵의학 교실에서는 정준기, 정재민, 강건

욱 교수가 참여하여 석사, 박사과정생을 지도

핵의학 공동지도 대학원생

성명 대학 및 학과 학위수여년도 지도교수 학위

정재민 서울대 약학과 1989 이상섭/고창순 박사

양묘근 단국대 전자공학과 1997 심용걸/곽철은 석사

안지영 이화여대 물리학과 1998 신승애/이동수 석사

홍성현 한국외대 화학과 1998 이숙자/정재민 석사

김경민 한양대 물리학과 1999 김영진/이동수 박사

이  진 이화여대 물리학과 1999 신승애/이동수 석사

백미영 이화여대 물리학과 2000 신승애/이동수 석사

서강준 서울대 물리학과 2001 노태원/이동수 석사

조성일 서울대 물리학과 2001 소광섭/이동수 석사

이재성 서울대 의용생체공학협동과정 2001 박광석/이동수, 이명철 박사

김진수 동국대 기계공학과 2002 성관제/이동수 석사

홍성민 한국외대 화학과 2002 이숙자/정재민 석사

윤영현 계명대 화학과 2003 홍대일/정재민 박사

이병일 인제대 전산학과 2004 최흥국/이동수 박사

장영수 이화여대 제약학과 2005 이승진/정재민 박사

이윤상 서울대 제약학과 2006 서영거/정재민 박사

김형우 인하대 화학과 2008 정규현/정재민 박사

주창환 경희대 약학과 2010 정서영/정재민 석사

박민재 서울대 의용생체공학협동과정 2010 박광석/이재성 박사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에도 힘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의사 출신 학생에게는 이공

계적 지식 함양을 위하여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에 역점을 두고,  출신 학생에게는 의학 지식 함

양을 위하여 기초의학 교육에 역점을 두어, 졸

업 후 양자가 서로 교감하고 협동하여 BT 분야

연구에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핵의학 교실에서는 정준기, 정재민, 강건

욱 교수가 참여하여 석사, 박사과정생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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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라. 방사선응용생명과학 협동과정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방사선을 응용

한 각종 생명과학분야와 협동과정을 만들 필요

가 있어 1997년부터 이명철 교수가 주축이 되

고 정재민 교수와 함께 서울공대 원자핵 공학

과, KIST를 비롯한 각 분야의 관계자를 설득하

기 시작하여 학연 협동과정 설립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에 의과대학에 대학

원을 개편하면서 진단방사선과학(현 영상의학) 

교실 및 방사선종양학 교실과 함께 청원하여 방

사선응용생명과학 전공단위를 설치하고 석사 1

명의 정원을 배정 받았다. 2004년에 대대적인 

대학원생 감축이 있어, 이에 공대와 약대 등의 

감축 정원 일부를 협동과정에 배정 요청하고 본

부에서 방사선응용생명과학협동과정을 승인하

여 의학대학내의 방사선응용생명과학 전공단

위의 정원 석사 1명을 합쳐서 박사 2명 석사 4

명의 정원을 배정받아 정식 협동과정을 출범하

였다. 핵의학교실에서는 이명철, 정준기, 이동

수, 정재민 교수가 참여하여 석·박사과정 학

생을 지도하고 있다.

마. 뇌과학협동과정

뇌과학협동과정은 두뇌 및 신경계의 기초원

리를 탐구하고 이를 의학적, 공학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뇌과학 분야의 고급연

구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

다. 1998년도에 뇌과학 협동과정 설립의 타당

성은 인정되었으나, 입학정원의 배정이 되지 

않는 등 초창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000년 6개 필수과목을 신설하여 준비에 들어

가 2001년 석사 입학정원 8명을 배정 받음으로

써 자연과학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하여 의과대

학, 공과대학 등 7개 대학 10개학과 1개 연구소

에 산재되어 있는 뇌과학 관련 교수들을 유기적

으로 협동화한 뇌과학협동과정이 설립되었다.  

이동수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황도원을 첫 박사

로 배출하였다.

바. 의과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원에 기존‘의학

과’와는 별도로‘의과학과’를 설립하고 2008

년 3월 새 학기부터 신입생(석, 박사 정원 각각 

40명)을 모집하였다. 의과학과는 기존 대학원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원 교육을 대폭 강화

하여 향후 BT 분야를 이끌 유능한 의과학자를 

배출함으로써 의과학 교육의 바탕이 되기 위하

여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기존 의학과 대학

원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우수한 비 

의과대학 BT 분야 출신 학생을 유치하여 의학

지식 생산자로 길러내어 우리나라를 의학 선진

국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BT 연구가 실

용 및 응용 가능한 결과를 생산토록 유도하는데 

있다. 현재 의과학과에 참여한 교수는 45명이

며, 연구분야는 현재 의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영역인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종양

학, 신경/뇌과학이며 교과과정 역시 이들 분야

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의과학과 배출 연구자가 BT의 어느 

분야 연구에 투입되어도 그 영역을 개척하여 연

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지향

하고 있다. 정준기,  이재성 교수 등이 의과학과 

소속으로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다.

마. 뇌과학협동과정

뇌과학협동과정은 두뇌 및 신경계의 기초원

리를 탐구하고 이를 의학적, 공학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뇌과학 분야의 고급연

구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

다. 1998년도에 뇌과학 협동과정 설립의 타당

성은 인정되었으나, 입학정원의 배정이 되지 

않는 등 초창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000년 6개 필수과목을 신설하여 준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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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지과학협동과정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은 

1993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

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진으로 구성된 개설준비위원회에서 개설신청

서를 제출한 후 1994년 12월에 그 신설이 승인

되어 1996년에 첫 신입생(석사과정 4명, 박사

과정 2명)을 선발하였다. 1997년 9월, 연구의 

중심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지과학연구소

가 신설되었고, 이 연구소에서는 감성공학 프

로젝트, 논리게임 프로젝트, 논리교육용 소프

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인지과학협동과정에는 철학, 언어학, 심

리학, 신경과학, 컴퓨터공학(인공지능), 인류

학, 인지공학 분야의 30여명의 교수진이 겸임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동수 교수가 인지과

학협동과정 겸임으로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

다.

아. WCU 분자의학바이오제약학과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과학 프로그램은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해외초빙교수를 포함한 의학, 약학 분

야 다학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대

학원에 2009년에 설립되었다. 분자의학 및 바

이오제약학과는 협동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의생명과학의 기초 학문과 병리생리

학, 전임상, 임상 그리고 임상 약학 등의 응용

학문의 협동 연구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

램이다.

이동수교수가 분자의학바이오제약학과 소속

으로 대학원생을 교육하고 있다.

자. WCU 뇌인지과학과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대

학교 자연과학대학원에 2009년에 설립되었다. 

뇌 시스템 수준에서의 신경활동에 대한 주요 인

지와 감정적 기능들에 따른 사고, 행동 양상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이재성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3) 보건직 교육

가. 과내 보건직 교육

1979년 1월 신축병원으로 이사온 후, 체내검

사실내 회의실에서 체내, 체외 전체 보건직이 

모여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되면서 시

작되었다. 김병국 의무장의 지도하에 보건직이 

순환하면서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2년 후부터

는 각 검사실에서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

하게 되었다. 체내검사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4시부터 1시간동안 환자예약에서 필름현상에 

이르는 제반 업무에 대해 교육하였고 체외검사

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30분동안 

각 검사종목별 검체처리부터 최종 검사결과보

고까지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매년 각 실

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영상기술, 

방사면역측정기술, 장비정도관리, 방사선안전

관리 등을 발표하고 자료를 공유하였다. 특히 

영상검사실은 교육한 모든 자료를 제본해 둠으

로써 이후 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고, 2001년에는 학회에서 주관한 IAEA 프

로그램인 핵의학전문기사를 위한 원거리교육

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30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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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까지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매년 각 실

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영상기술, 

방사면역측정기술, 장비정도관리, 방사선안전

관리 등을 발표하고 자료를 공유하였다. 특히 

영상검사실은 교육한 모든 자료를 제본해 둠으

로써 이후 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고, 2001년에는 학회에서 주관한 IAEA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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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다.

1994년 PET센터 개소는 국내 최초였기 때문

에 교육자료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직만

의 교육은 불가능하여 PET 스캐너의 원리, 영

상재구성 등은 곽철은 교수와 물리학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였고 사이클로트론과 방사성

의약품 생산, 합성은 정재민 교수와 화학자를 

통해 교육하였다. 특히 전체 영상검사에서 임

상부문은 전공의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현재 체내검사와 PET은 매주 금요일 오후 5

시부터 1시간동안 전체 보건직을 대상으로 핵

의학 영상, 관련 질환, 환자처치,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검체검사는 화

요일 4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검사종목별 검사

법, 임상적 의의, 특이사항, 정도관리 등 전반적

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강사는 담당 보건직이 순

환하면서 발표하고 월 1회 정도는 의사직, 방사

약사, 안전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매년 전체 보건직

이 6편 이상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 논문을 발

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이재성 교수 및 핵의학쿨리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활동을 통해 미국핵의학

회에 구연 1편과 포스터 2편의 초록을 발표하

고 유럽핵의학회에도 포스터 3편이 채택되었으

며, 2010년에는 미국핵의학회에 구연 3편과 포

스터 1편이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보건직 교육

은 범위를 넓혀 물리학, 화학을 포함하고 심화

된 교육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나. 보건대학 학생실습교육

핵의학기술 부문의 보건대학 학생실습교육은 

1980년대에 서일택, 조규진이 고려대 보건대학

에 한 학기 출강하여 영상검사기술, 검체검사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울보건

대학, 신흥대학, 원광대학 등의 강의 요청으로 

정윤영, 노경운, 김태훈이 방사면역측정법과 

정도관리에 대해 교육하였다.

2001년부터는 현재까지 학사교육방침에 따

라 전국 보건대학에서 8주간씩,  방사선학과는 

보건대학 학생실습 교육현황

   연도                방사선학과 학생 수                임상병리학과 학생 수

   2001   고려대 등 9개     71   고려대 등 14개      64

   2002   고려대 등 8개     88   고려대 등 15개      51

   2003   고려대 등 10개    135   고려대 등 13개      46

   2004   고려대 등 8개    144   고려대 등 13개      47

   2005   고려대 등 10개    140   고려대 등 16개      53

   2006   고려대 등 13개    115   고려대 등 18개      45

   2007   고려대 등 15개    131   고려대 등 19개      47

   2008   고려대 등 14개    119   고려대 등 16개      40

   2009   고려대 등 16개    129   고려대 등 19개      40

     계   1,072        433   

의학 영상, 관련 질환, 환자처치,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검체검사는 화

요일 4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검사종목별 검사

법, 임상적 의의, 특이사항, 정도관리 등 전반적

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강사는 담당 보건직이 순

환하면서 발표하고 월 1회 정도는 의사직, 방사

약사, 안전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매년 전체 보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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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

양학과를 순환하면서 1월에서 

10월까지 실습교육을 받고 있으

며 임상병리학과는 핵의학과, 진

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신경과를 

순환하면서 1월에서 6월까지 실

습교육을 받고 있다.

다. 기술인력 수탁교육

1978년부터 전국 각 병원에서 동위원소실을 

개설하면서 수탁교육을 의뢰 받아 영상검사, 

검체검사 전반에 걸쳐 자세한 이론과 실습교육

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영상검사, 검체검사

가 필수적으로 임상에 이용되면서 43명이 교육

을 받아 이 시기에 핵의학검사는 큰 발전을 이

루었다. 2000년 이후에는 PET 영상검사 교육

이 대부분이었고 EIA의 증가로 RIA 교육을 받

는 사람은 대폭 감소하였다.

4)  외부 전문인력 교육 및 외국연수생 교육

가. 연수교육

전공의, 전문의 등 핵의학 전공자들을 주 대

상으로 하고 그 외에 핵의학에 관심 있는 다른 

의사 및 관련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

육 프로그램으로써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1991년 12월 6일 제1차를 시작으로 2009년 9월 

4일 제15차에 이르기까지 평균 연 1회 연수교

육을 개최하였으며, 심장, 신경, 종양핵의학 등 

질환군별 주제나 SPECT, PET 등 영상법별 주

제, 기타 분자영상학, 핵의학뇌영상처럼 방법

론적 주제 등을 망라하였다.

나. 교과서 발간

핵의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핵의학에 대해 교육하여 이해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조하기 쉬운 훌륭한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외국 교과서는 오래 전

부터 다양한 것들이 출간되어 있었으나 핵의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우리말 교과서는 서

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여 현재까지 판

수를 거듭해 가며 발간하고 있다.

1982년 10월 6일 이문호 교수의 회갑에 맞추

어 우리나라 최초의 핵의학교과서인 『臨床核

醫學』이 발간되었다(이문호 저, 여문각, 392 

p). 1992년 4월 20일에는 고창순 교수의 회갑

에 맞추어 『핵의학』1판이 발간되었다(고창

순 편저, 고려의학, 892 p). 1997년 고창순 교

수의 퇴임에 맞추어 제2판이 발간되었으며(고

창순 편저, 고려의학, 873 p), 이 책은 학생들

을 위해 요약, 재편집하여 『핵의학입문』이라

는 이름의 학생용 교과서로 같은 해 발간되었

다(핵의학교육연구회 저, 고려의학, 284 p). 이

후 여러 교실 내외의 사업으로 인하여 3판 발간

이 지연되다가 2008년 9월 이명철 교수의 회갑

을 맞아 3판이 발간되었으며(정준기, 이명철 편

저, 고려의학 828 p), 이 때 고창순 교수의 업적

을 기념하여 『고창순 핵의학』으로 이름을 바

기술인력 수탁교육 현황

      교육기간   영상검사   검체검사   합계

  1978 ~ 1980       4      5     9

  1981 ~ 1990      16     27   43

  1991 ~ 2000       2      1     3

  2001 ~ 2009       5      1     6

       합계      27     34      61

수의 퇴임에 맞추어 제2판이 발간되었으며(고

창순 편저, 고려의학, 873 p), 이 책은 학생들

을 위해 요약, 재편집하여 『핵의학입문』이라

는 이름의 학생용 교과서로 같은 해 발간되었

다(핵의학교육연구회 저, 고려의학, 284 p). 이

후 여러 교실 내외의 사업으로 인하여 3판 발간

이 지연되다가 2008년 9월 이명철 교수의 회갑

을 맞아 3판이 발간되었으며(정준기, 이명철 편

저, 고려의학 828 p), 이 때 고창순 교수의 업적

을 기념하여 『고창순 핵의학』으로 이름을 바

P
a
rt 3

 / 주
요

분
야

별
 5

0

159 제3장 주요분야별 50년사



꾸었다. 이 책도 학생들을 위해 요약, 재편집하

여 2009년 1월 『핵의학길잡이』라는 학생용 

교과서를 함께 발간하였다(서울의대 핵의학교

실, 핵의학교육연구회 편저, 고려의학, 257 p).

분야별 교과서를 발간하거나 외부의 교과서 

발간에 교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도 많았다. 2002년에는 『심장핵의학』 교과서

를 발간하였고(이명철, 정준기 편저, 고려의학, 

150 p), 2004년에는 ‘Clinical PET: Principles 

and Applications’(Edmund E. Kim, Myung-

Chul Lee, Tomio Inoue, Wai-Hoi Wong 편저, 

Springer, 394 p) 발간에 교실 차원에서 적극 참

여하였다. 이 외에도 개별 교수들이 여러 교과

서 작업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3장 3절 학술

활동 참조)

다. 외국 연수생 교육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수준의 핵의학과로 올

라서면서 우리의 발전 경험이 후발 국가의 핵의

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의 임상의사, 핵

과학자, 핵의학기사 등을 연수생으로 받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힉교실 주최 연수교육

차수 제 목 날 짜 장 소

1 심장핵의학의 최신지견 1991.12.06 서울대병원 임상제1강의실

2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심포지움 1992.10.16 서울대병원 임상제2강의실

3 국제 PET 심포지움 1994.06.15 서울대병원 임상제2강의실

4 신경핵의학의 최신지견 1996.12.06 서울대병원 A강당

5 심근 SPECT의 임상적용 1997.11.08 서울대병원 임상제1강의실

6 종양핵의학회 최신지견 1998.09.26 서울대병원 임상제2강의실

7 PET experience in SNUH 1999.03.06 서울대병원 임상제2강의실

8 핵의학 연구 방법론 2001.03.10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9 분자핵의학 영상 2002.04.27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0 방사성의약품 연구의 최신동향 2003.04.26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1 핵의학뇌영상의 분석과 응용 2004.04.22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2 방사성핵종치료법의 임상이용 2005.07.01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3 핵의학 분자영상 기법 2007.04.27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4 종양 PET의 최신지견 2008.04.24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15
Functional & molecular Imaging in 

preclinical & clinical drug development
2009.09.0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

분야별 교과서를 발간하거나 외부의 교과서 

발간에 교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도 많았다. 2002년에는 『심장핵의학』 교과서

를 발간하였고(이명철, 정준기 편저, 고려의학, 

150 p), 2004년에는 ‘Clinical PET: Principles 

and Applications’(Edmund E. Kim, Myung-

Chul Lee, Tomio Inoue, Wai-Hoi Wong 편저, 

Springer, 394 p) 발간에 교실 차원에서 적극 참

여하였다. 이 외에도 개별 교수들이 여러 교과

서 작업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3장 3절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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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외국 연수생

No. 이름 국가 구분 기간

1 Dr. Alexius Y Joe 독일 2002. 06. 10 - 2002. 08. 10

2 Mr. Anthony Michael Migura 미국 2002. 06. 29 - 2002. 08. 08

3 Muh. Naeem 파키스탄 2002. 08. 31 - 2002. 10. 31

4 Dr. Cetin Onsel 터키 2002. 10. 13 - 2002. 10. 18

5 Omur Carikci 터키 2003. 03. 22 - 2003. 04. 04

6 Muhammad Aleem Khan 파키스탄 2003. 09. 01 - 2003. 10. 31

7 Dr. Jasna Mihailovic   세르비아 2004. 05. 20 - 2004. 05. 24

8 Ganaesa Rai 인도 Post.Doc 2004. 07 - 2005. 12

9 Dharmendra Harichandra 말레이지아 2004. 08. 01 - 2004. 08. 08

10 Mohd Farid Isa 말레이지아 2004. 08. 01 - 2004. 08. 08

11 Nguyen Tan Chau 베트남 2004. 10. 01 - 2004. 12. 31

12 Dr. Vladimir Obradovic 세르비아 2004. 10. 18 - 2004. 10. 29

13 Dr. Ozcan Senmevsim 터키 2004. 10. 03 - 2004. 11. 01

14 Thi Minh Bao Pham 베트남 2004. 10. 31 - 2004. 11. 05

15 Ms. Thi Minh Bao Pham 베트남 2005. 04. 06 - 2005. 04. 16

16 Dinh Noc Duy 베트남 의사 2005. 04. 06 - 2005. 04. 16

17 Dr. Sunil Chopra 말레이지아 2005. 09. 01 - 2005. 12. 31

18 Mr. Salim Abd Talib 말레이지아 2005. 09. 25 - 2005. 12. 26

19 Dr. Khalida Khurshid 파키스탄 2005. 11. 07 - 2006. 05. 06

20 Dr. Afaq Qureshi 파키스탄 2005. 11. 21 - 2005. 12. 05

21 Mr. Viet Truong Van 베트남 2005. 12. 12 - 2005. 12. 16

22 Dr. Tran Duy Anh 베트남 의사 2005. 12. 04 - 2005. 12. 18

23 Prashant S. Shinge 인도 Post.Doc 2006. 06 - 2007. 08

24 Dr. Jasmine Ara Haque 방글라데시 2006. 09. 18 - 2006. 12. 17

25 Ms. Kanaungnit Kingpetch 태국 2006. 11. 01 - 2007. 01. 31

26 Mr. Sanya Pasawang 태국 2006. 11. 01 - 2007. 01. 31

27 Dr. Vera Artiko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의사 2006. 10. 27 - 2006. 11. 19

28 Dr. Dragana Sobic-Saranovic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의사 2006. 10. 27 - 2006. 11. 19

29 Dr. Nam Vo Khac 베트남 의사 2007. 09. 27 - 2008. 01. 26

30 Dr. Diem Duong Phu Triet 베트남 의사 2007. 09. 27 - 2008. 01. 26

31 Mr. Le Doan Pha 베트남 2007. 07. 16 - 2007. 07. 20

32 Mr. Huu Tan Vuong 베트남 2007. 07. 16 - 2007. 07. 20

33 Mr. Hoa Binh Pham 베트남 2007. 10. 17 - 2007. 10. 23

34 Mr. Durr-E Sabih 파키스탄 2007. 11. 19 - 2007. 11. 30

35 Mr. W. Keerthi kumara  Perera 스리랑카 2007. 12. 02 - 2007. 12. 14

36 Mr. Pham Hong Phuc 베트남 2008. 05. 06. - 2008. 10. 05

37 Dr. Ab. Aziz. Aini 말레이지아 의사 2008. 06. 09 - 2009. 02. 28

38 Mr. Nguyen Ngoc Duong 베트남 2009. 05. 18 - 2009. 10. 17

39 Dr. Tanzeel Zehra 파키스탄 의사 2009. 05 - 2009. 11

2006. 10. 27 - 2006. 11. 19

2007. 09. 27 - 2008. 01. 26

2007. 09. 27 - 2008. 01. 26

2007. 07. 16 - 2007. 07. 20

2007. 07. 16 - 2007. 07. 20

2007. 10. 17 - 2007. 10. 23

2007. 11. 19 - 2007. 11. 30

2007. 12. 02 - 2007. 12. 14

2008. 05. 06. - 2008. 10. 05

2008. 06. 09 - 2009. 02. 28

2009. 05. 18 - 2009. 10. 17

2009. 05 -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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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연구 체계

가. 교실 연구 체계 개괄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립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동원회 전공의들이 

이문호, 고창순 교수의 지도 아래 핵의학 방법

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 융합적

으로 연구하는 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내과의 내분비학, 혈액학, 신장학, 감염학, 류마

티스학 등, 개별 전문분과가 동원회로부터 출

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이명철, 정준기 

교수가 핵의학과로 발령받고 방사화학 연구조

교 정재민이 합류함으로써 임상 연구뿐만 아니

라 핵의학 기초 분야 연구를 위한 기틀이 마련

되었다. 1986년 대형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계

기로 실험실 내의 기초적인 실험장비를 갖출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 실험실은 이후 

생물 연구팀으로 발전하였다. 물리 연구팀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은 고창순 교수에 의해 곽

철은 교수를 팀에 합류시킴으로써 시작하여 이

재성 교수를 통해 틀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 현재 교실 내 연구체계는 핵의학 임

상팀, 종양과 뇌 분자영상 연구를 중심으로 하

는 생물팀, 방사성의약품의 합성 및 개발을 전

담하는 화학팀, 핵의학 영상 처리 및 장비 개

발을 담당하는 물리팀, 영상을 이용하여 뇌 인

지기능을 연구하는 인지신경팀으로 나뉘어 있

고, 연구주제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

이다.

임상팀은 동원회 및 핵의학과 교수들의 꾸준

한 전통을 이어 받아 기초과학 분야와의 융합적 

교류를 바탕으로 활발한 임상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들이 순환근무 중인 전공의

들을 실무진으로 하여 연구주제별로 지도교수 

및 전임의 또는 전공의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화학팀은 1982년 고창순 교수의 노력으로 정

재민이 방사화학 조교로 발령받음으로써 방사

성의약품의 합성 및 표지 등을 연구하는 팀이 

시작되었으며, 1994년 정재민 교수가 임상교수

로 발령을 받으며 화학팀 체계가 갖추어졌다.   

2008년에는 이윤상 교수가 연구 교수로 발령

받았다.

물리팀은 1994년 정재민 교수와 함께 곽철은 

교수가 임상교수로 발령 받아 첫 체계를 꾸렸으

나 이후 곽철은 교수가 이직하며 이동수 교수가 

물리팀을 담당하였고, 대학원생으로 처음 핵의

학과에 들어 온 이재성이 2005년 기금교수로 

발령 받으면서 확고하게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생물팀은 정준기 교수가 처음 팀을 꾸렸으나 

분자생물학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연구교수

진의 보강 필요성을 절감한 이동수 교수의 적

극적 영입으로 강주현(2001~2006), 김순학

(2006~2009), 윤혜원(2008~), 황도원(2010~) 

교수 등이 연구교수진을 구성하였다.

인지과학 연구는 이동수 교수가 인지과

학 협동과정에 참여하며 시작되었고 김재진

(2000~2002), 강은주(1999~2005) 교수의 참여

로 팀 구성이 갖추어졌다. 강은주 교수의 이임

에 따라 이동수 교수 지도 하에 강혜진이 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200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개원과 더불

어 김상은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 체계를 준비하

여 인지과학, 신경화학, 영상분석팀을 구축하

였다. 2007년 권역별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

사업을 통해 국산 사이클로트론(KOTRAN-13)

을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행을 시작하였고 이

상팀, 종양과 뇌 분자영상 연구를 중심으로 하

는 생물팀, 방사성의약품의 합성 및 개발을 전

담하는 화학팀, 핵의학 영상 처리 및 장비 개

발을 담당하는 물리팀, 영상을 이용하여 뇌 인

지기능을 연구하는 인지신경팀으로 나뉘어 있

고, 연구주제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

이다.

임상팀은 동원회 및 핵의학과 교수들의 꾸준

한 전통을 이어 받아 기초과학 분야와의 융합적 

교류를 바탕으로 활발한 임상 협력을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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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이병철 박사를 영입하여 새로운 방

사화학팀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 꾸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실연구체계가 현재의 모습을 갖

추었으며, 각 연구팀의 인력 충원을 통하여 현

재는 17명의 스태프와 57명의 연구원, 학생들

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 화학팀 설립 및 연구인력 확충

화학팀은 1982년 정재민이 서울대학교 약학

대학 석사과정 1년차로서 서울대학교병원 고창

순 교수의 공동지도 하에 방사약학 연구조교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병

원 3층에 있던 검체검사실에 제3실험실을 개설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뿌리는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 진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화

학팀은 이후 병원 12층의 임상의학연구소로 자

리를 옮겨 한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99mTc 표

지 방사성의약품의 정도관리법을 확립하고, 갑

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혈청 중의 항체를 분석하

였고, TSH에 도노마이신을 결합하여 갑상선 타

겟팅 및 약물 운반 연구를 하였고, 사이클로스

포린 등의 혈청 중 농도를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99mTc-MAG3, 

99mTc-ECD 등을 합성하여 학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정재민은 당시 일반외과 박재갑 교수가 확

립한 한국인 대장암 세포주 SNU-C1, SNU-C4 

등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

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국립보건원(NIH)

에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수하였다.  1994년 PET센터의 설립과 사이

클로트론의 도입으로 새로운 방사성동위원소

인 18F와 11C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후 화학팀의 실험실은 임상의학연구

소가 가정의학과 병동의 한 층을 사용하는 동

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공용구역의 화학용 후

드가 설치된 5평 남짓한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1998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내의 임상의학연

구소가 준공되어 화학팀의 합성연구실은 이곳 

4층 303호 공동실험실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실험실은 화합물을 다룰 수 있는 후드가 없어 

다시 합성용 후드가 3개 있었던 310호로 옮겨 

2008년까지 사용한다. 이 후 2008년 5월 서울

의대 내의 의생명과학관 준공과 함께 새롭게 설

치된 사이클로트론실로 옮겨 합성과 방사성동

위원소 표지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후드를 비롯한 각종 유기합성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 

후 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평가를 주로 생물팀과 

함께 연구하였으며, 따라서 생물팀과 화학팀

의 연구 분야가 혼재하였다. 연구 인력으로는 

1989년 홍미경을 비롯하여 1990년 장영수(현 

단국대 WCU연구교수), 1991년 김영주 등이 들

어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996년 유기합성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학생연구원이었던 홍성현이 합류하였다. 이 시

기에는 일부 연구원은 계속 핵의학과 제3실험

서울대학교 핵의학 연구 Staff

구분 유형 인원

M.D. 전임/기금교수 6

비기금임상교수 3

진료교수/촉탁의 2

Ph.D. 전임/기금교수 2

연구교수 3

연구직 1

합계 17

(2010년 5월 현재)

초기의 연구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 

후 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평가를 주로 생물팀과 

함께 연구하였으며, 따라서 생물팀과 화학팀

의 연구 분야가 혼재하였다. 연구 인력으로는 

1989년 홍미경을 비롯하여 1990년 장영수(현 

단국대 WCU연구교수), 1991년 김영주 등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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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학생연구원이었던 홍성현이 합류하였다. 이 시

기에는 일부 연구원은 계속 핵의학과 제3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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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세포 실험 및 소동물실험을 진행하고, 

합성에 관련된 실험은 가정의학과 내의 방사성

동위원소 실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화학팀

은 계속 합성 및 표지를 전담하는 팀과 생물학

적 평가(세포 및 동물실험) 등을 전담하는 팀으

로 세분화되었다. 이 후 1998년 1월에 석사과정

을 마친 이윤상이 합류하였으며, 2000년 석사

과정생으로 홍성민(현 동아제약), 2001년 박사

과정생으로 김형우(현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

류하였고, 이 후 방사성응용생명과학 과정 등

을 포함한 의과대학 협동과정이 생겨 많은 대

학원생이 진학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는 2001년에 PET 센터내에 설치된 유기합성실

과 의생명과학관의 사이클로트론실, 그리고 병

원 내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 각각 화학팀 소

속 연구원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

구 중이다. 

화학팀은 그 동안 핵의학과 내의 여러 연구 주

제에 참여하여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의학과에서 끊임없는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1999년 암연구소 설립과 

함께 도입되었던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NMR)는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수인 장비로서 

그 동안 학교 내의 다른 기관에 수탁하여 측정

하던 NMR을 손수 측정하게 됨으로서 유기합성

의 기간을 단축시켜 세계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액체크로마토그

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y-Mass 

Spectrometer, LC-MS)의 도입으로 화합물의 분

자량을 합성 중간단계에서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유기합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의생명과학관내의 연구용 사이클로

트론이 도입되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표

지실험이 보다 효율화 되었다. 

화학팀은 과내 다른 연구팀에 비하여 비교적 

빠르게 해외 우수 인력을 도입하였다. 2003년 

인도의 Mangalor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Ganesha Rai(현 미국 NIH)를 박사후 연구

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이 후 Prashant Singe 역

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그 뒤로는 

인도의 학생을 직접 우리나라 학위과정생으로 

받아들여 현재 Dinesh와 Lathika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생으로 

2010년 화학팀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 2010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화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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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이다. 

화학팀은 그 동안 핵의학과 내의 여러 연구 주

제에 참여하여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의학과에서 끊임없는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1999년 암연구소 설립과 

함께 도입되었던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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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중이다.

현재 화학팀의 구성원으로는 초기부터 계속 

화학팀의 연구를 진행 중인 정재민 교수를 주

축으로 해서 홍미경, 김영주와 박사학위를 마

치고 과내의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윤상 교

수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박사과정생으

로 이학정, Dinesh, 양보연, Lathika, 이보은과 

석사과정생으로 최재연, 이영경, 조은아, 그리

고 연구원으로 이지연이 함께 연구를 진행 중

이다.

200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개원과 더

불어 핵의학과 김상은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 

체계를 준비하여 2007년 권역별사이클로트

론 연구소 구축사업을 통해 국산 사이클로트

론(KOTRON-13)을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행

을 시작하였다. 권역별사이클로트론연구소는 

FDG 방사성의약품 생산 뿐만 아니라 전임상, 

임상실험을 위한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을 합성

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화학팀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 김상은 교수의 노력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생 이였던 이병철 박

사가 연구진에 합류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 화학팀이 시작되었으며, 국산 사이클로트론

의 안정된 운행 및 국산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18F, 11C 생산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장비로 업그레

이드 하였다. 지속적으로 연구소 내에 2008년 

nanoSPECT/CT 시설과 항온항습 동물 사육기 

구축, 2009년 18F 및 11C 자동화생산장치 도입과 

핵자기공명분광기 구축 그리고 2010년 생물팀

의 동물세포 배양실을 구축하여 100 평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상^임상 분자영상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센터는 사이클로트론에서의 방

사성동위원소 생산(18F, 11C), 방사성동위원소

를 이용한 다양한 표지 실험공간(연구용 핫셀 3

대, 자동화생산장치 2대, HPLC 3대), 새로운 방

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유기합성실(후드 2대, 

NMR),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생물팀, 그리고 

얻어진 방사성의약품 및 후보물질의 영상평가

팀(nanoSPECT/CT)이 유기적으로 한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센터로서 구성되었다. 

분당화학팀의 연구진은 김지선 연구원을 시

작으로 2009년 박사학위를 받은 문병석 박사가 

합류하였으며 2010년 박사과정생으로 손경일, 

생물팀의 정재호, 박소현, 석사과정생으로 손

지연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 생물팀 설립 및 연구인력 확충

생물팀은 정준기 교수가 1985년에 부임하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암연구소에 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 미국 NIH에서 방사성 동

위원소 표지 단일 클론 항체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후 귀국하여 정재민 교수, 염미

경(약사), 홍미경 등과 본격적인 연구팀을 구

성하였다. 1995년에 이용진(현 한국원자력의

학원 선임연구원)이 병역특례 요원으로 합류

하여 항체를 이용한 영상법 개발과 Glucose 

transporter-1 (Glut-1)을 이용한 FDG 섭취 기

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8년 서울대학교대학

원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의 개설과 함께 1998년

에 김보광, 1999년에 최용운, 2001년에 신재훈, 

2002년에 김광일(현 한국원자력의학원), 오현

정을 석사과정생으로 받아들여 핵의학 관련 생

물학자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써의 기틀을 다지

기 시작하였다.

생물팀은 2001년 강주현 교수(현 한국원자

력의학원 책임연구원)의 부임과 함께 복합적

인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영상법의 연구

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8년 서울대학교대학

원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의 개설과 함께 1998년

에 김보광, 1999년에 최용운, 2001년에 신재훈, 

2002년에 김광일(현 한국원자력의학원), 오현

정을 석사과정생으로 받아들여 핵의학 관련 생

물학자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써의 기틀을 다지

생물팀은 2001년 강주현 교수(현 한국원자

력의학원 책임연구원)의 부임과 함께 복합적

인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영상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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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작 되었다. 2002~2003년에 다수의 학위 과

정생이 들어옴과 동시에 복합 리포터 유전자의 

세포 내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작 되었

는데, 리포터 유전자의 세포 내 발현을 증진시

키기 위한 연구(김광일, 오현정, 소민경), 분자

영상법을 이용한 DNA 백신의 추적(전용현: 현 

경북대 핵의학과 연구교수), 종양의 유전자치

료와 이의 효과를 영상화할 수 있는 이중 목적 

유전자의 개발(정우석), 간암 특이적 분자영상 

및 치료법 개발(김영남) 등의 연구가 진행 되었

다. 2004년 이후에도 많은 학위과정생들과 함

께 핵의학 영상 및 치료기술을 이용한 생물학

적 연구가 발전 되어 왔다. 영상 질환 모델에

서의 줄기세포 영상법 개발(정혜경), 암 특이

적 microRNA 발현과 표적 유전자 조절의 생

체 영상법 개발(김현주), 복합 리포터 유전자

를 이용한 암 특이적 영상 및 치료연구(염찬주, 

김승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자영상기술

을 접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2007

년 강건욱 교수의 부임과 함께 방사성 물질 혹

은 항체가 표지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

상법 개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주현 연구교수 이

직 후 2008년 윤혜원 교수의 부임과 함께 RNA 

interference를 통한 표적화된 암 특이적 치료

의 효과 및 기전 확인을 위한 영상법 개발과 줄

기세포 영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리포터 유

전자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2년부터는 이동수 교수에 의해 뇌신경과 

관련된 생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석사 과정 김윤희의 입학과 함께 뇌졸중 모델

에서의 줄기세포 추적영상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3년 석사 과정 황도원의 입학으로 도파민 

D2 수용체와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한 신경세

포 영상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김순

학 교수(현 차의과학대학교 부교수)의 부임과 

함께 나노 물질을 이용한 신경분화 영상 및 암 

표적 영상의 연구(황도원)와 신경세포 분화와 

연관된 miRNA의 생산과 작용을 리포터 유전자 

기술로 영상화 하는 기술(고해영, 고미향, 이지

영) 연구가 시작되었고 뒤이어 2008년 윤혜원 

교수의 부임과 함께 나노 물질을 이용한 신경세

포 분화영상법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복합 분자영상기술은 핵의학과의 지속

적인 관심과 투자 속에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

2010년 생물팀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

적 연구가 발전 되어 왔다. 영상 질환 모델에

서의 줄기세포 영상법 개발(정혜경), 암 특이

적 microRNA 발현과 표적 유전자 조절의 생

체 영상법 개발(김현주), 복합 리포터 유전자

를 이용한 암 특이적 영상 및 치료연구(염찬주, 

김승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자영상기술

을 접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2007

년 강건욱 교수의 부임과 함께 방사성 물질 혹

은 항체가 표지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

상법 개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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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과학관 연구용 사이클로트론 설치

  1994년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되었던 캐나다 EBCO의 TR13, 13 MeV 사이클로트론은 설치 후 [18F]FDG의 

생산과 양전자방출핵종의 방사성의약품 개발 연구에 사용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임상에서의 새로운 

단반감기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방사성추적자 개발에 대한 요구 증가와 PET/CT 도입 후 [18F]FDG의 수요 증가로 

기존 사이클로트론만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수 교수의 주도로 

2006년부터 새로운 연구용 사이클로트론 설치를 위한 기초 조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국산 사이클로트론 설치

를 위하여 18 MeV 사이클로트론을 신규로 개발하여 서울의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과학기술부에 제안하였으나, 예

산, 연구개발 기간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부로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외산 사이클로트론

을 검토하였고, 장비를 의대가 직접 구입하는 방안, 장비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의대는 장소를 대여하는 방안, 장비

를 의대에 기증하고 기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이클로

트론 및 부대장비를 기업체가 소유하고, 의대는 장소를 대여하는 산학협동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2007년 1월에 

의대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서울의대와 해동기기(주)(현 HDX)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2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6월에 의대에서 신축한 의생명과학관 지하 2층에 IBA의 18 MeV (Cyclone 18/9) 

사이클로트론과 부대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새로 설치된 사이클론트론은 양성자(proton)뿐 아니라 중양

자(deuteron)도 가속이 가능하여 15O를 비교적 값이 저렴한 14N을 이용하여 생산이 가능하고, 에너지가 높아 짧

은 시간에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사이클로트론의 시험가동과 함

께 효율적인 연구협력을 위하여 교실내의 화학팀이 사이클로트론실 옆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합성실을 마련하여 

옮기게 되었다. 2008년 9월 

26일에 연구용 사이클로트론 

설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

여 세계의 석학들과 국내의 방

사성프로브 개발, 이용 연구자

들이 모여 방사성프로브 개발 

동향과 방사성의약품의 시장 

전망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향후 연구용 사

이클로트론의 활용 방향에 대

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이클로트론은 오전 9

시까지는 HDX가 [18F]FDG

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이

후 시간을 연구진이 사용하고 

있으며, HDX가 [18F]FDG를 

판매한 수익의 일부분은 다시 

의대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반감기가 짧은 단반감기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된 연구용 

방사성의약품은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본

원 PET센터까지 연결된 기송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설치된 부대장비로는 방사성의약품 합성용 hot-cell 7기, 

HPLC 4기, GC 등이 설치되어있다. 

  교실 내 연구진은 연구용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 높은 11C 방사성추적자를 개

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GE의 TracerLab MeI 모듈을 도입하였고, 향후 임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새로

운 18F, 11C 표지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용 사이클로트론 및 부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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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분자영상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고해상도, 고민감도의 소동물 전용 스캐너

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07년 생물발광 

영상을 위한 IVIS 장비의 도입과 광학 영상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Maestro 장비 도입으

로 분자영상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08년에 microPET/CT의 도입과 함께 고해상

도의 핵의학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

계적 수준의 장비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발전하고 있다.

현재 생물팀은 정준기, 이동수 교수를 주축으

로 여러 교수진(강건욱, 윤혜원, 황도원 교수)

과 두터운 학생층과 연구원층(박사후 연구원: 

이송, 박사과정: 염찬주, 김승후, 김영화, 송명

근, 석사과정: 유경현, 진연아, 장재호, 나주리, 

연구원: 오현정, 장신정)을 갖추고 있으며 세분

화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여 다

수의 논문과 학회 발표를 통해 생물팀의 발전

을 이끌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핵의학 관련 생물

학자(이용진, 김영남, 김광일, 전용현, 소민경, 

정혜경, 김현주, 김보광, 최용운, 

신재훈, 오현정, 김윤희, 이지영, 

김현희, 고해영, 고미향)를 배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도

록 하였다.

라. 물리팀 설립 및 연구인력 확충

1994년 PET이 설치되고 PET 

영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영상 분야에 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곽

철은 교수가 1994년 조교수로 임

용되고, 그해 겨울 건국대 전산

과 석사과정이던 박용우, 성신여대 통계학과

를 졸업한 황은경과 서울공대 전기전자제어공

학부 3학년이던 이재성이 초기 멤버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박용우는 C-프로그램에 능통하여 

ECAT PET의 암호와 같은 파일 구조를 분석하

여 초기 PET 영상처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여

를 하였다. 이재성은 이후 대학원 의용생체공

학 협동과정에 진학하여 핵의학교실 겸임교수

인 박광석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핵의학영상 연

구를 계속하여 2005년 우리 교실 조교수가 되

었다. 1995년 강원대 물리과를 졸업한 이태훈

이 합류하여, 이동수 교수를 도와 Diamox 뇌혈

류 SPECT의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 당시에 연구기자재라고는 

MS-DOS가 설치된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다.

1996년 초에 한양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김경

민, 단국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양묘근, 이화

여대 물리학과 석사과정 안지영이 새로이 합류

하였다. 김경민은 물리연구팀장을 맡아 이동수 

교수를 도와 물리 연구의 기틀을 닦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 후 일본 국

2010년  물리팀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

현재 생물팀은 정준기, 이동수 교수를 주축으

로 여러 교수진(강건욱, 윤혜원, 황도원 교수)

과 두터운 학생층과 연구원층(박사후 연구원: 

이송, 박사과정: 염찬주, 김승후, 김영화, 송명

근, 석사과정: 유경현, 진연아, 장재호, 나주리, 

연구원: 오현정, 장신정)을 갖추고 있으며 세분

화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여 다

수의 논문과 학회 발표를 통해 생물팀의 발전

을 이끌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핵의학 관련 생물

학자(이용진, 김영남, 김광일, 전용현, 소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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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순환기센터의 Iida 박사에게 사사한 후 귀국

하여 원자력의학원 물리 연구팀을 창설하였다. 

이 당시 이명철 교수가 기획한 G7의료공학과

제가 출범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의공학 분야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곽철은 교수팀은 

이동형감마프루브 개발을 시작하며, 양묘근이 

PS-PMT와 앵거회로를 이용한 감마프루브 프로

토타입 개발을 담당하였다. 안지영은 이재성과 

함께 15O water PET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대 

물리과로 돌아가 박사학위 취득 후 식약청에 들

어갔다. 이진, 백미영 등도 이대 물리과 석사과

정 중 우리 교실에서 연구를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당시 PET 데이터 저장과 처리

를 위해 DEC 알파 서버 1대와 워크스테이션 3

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SGI 워크스테이션을 도

입하였다. 이는 당시 PC로는 처리가 불가능하

였던 SPM 분석, 동적 PET 영상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생산하는데 결정적 기여

를 하게 되였다.

1998년 이화여대 통계과를 졸업한 장명진이 

합류하여 SPM, ICA 기법의 기반이 되는 수학, 

통계적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서울대 통계학과 이영조 교수 지도로 박사학위

를 취득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고 있

다. 또한 이대 전자공학과 정소현,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염정렬이 학부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소현은 이후 박광석 교수 연구실을 

거쳐 UC Irvine에서 광학영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염정렬은 동경대 Takahashi 교수

에게서 APD용 ASIC 개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LG 전자에 입사하였다.  

1999년 말부터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생인 

서강준, 조성일, 김준식이 들어왔다. 김준식은 

핵의학과 검체검사실의 신선영과 결혼하였고 

컴퓨터공학과 장병탁 교수에게 박사를 받은 후 

현재는 KIST 연구원으로 있다.

2000년, 2001년에 동국대 기계과를 졸업한 김

진수, 인제대 의공학과를 졸업한 신희원과 인

제대 전산학과 최흥국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이병일 등이 들어왔고, 이재성이 2001년 3월 박

사학위를 받으면서 점차 학생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김진수는 방사선응용생명과학 협동과

정에 진학해 특유의 끈기와 부지런함으로 후배

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방사선응용생명과학 협

동과정의 첫 박사로 배출되어 원자력의학원에 

들어갔다. 신희원은 Siernens에 들어가 현재 싱

가폴 아시아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병일

은 게이트 심장 SPECT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되었고, 현

재 핵의학회 정도관리 이사를 맡아 핵의학영상 

장비 정도관리 표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이재성 박사가 미국 Johns Hopkins 대학 

Dean Wong 교수 및 Martin Pomper 교수 연

구실에서 수용체 PET 정량화와 소동물 PET 연

구를 하고 2003년 귀국하면서 물리연구팀을 맡

아, 교실의 적극적 지원으로 물리 연구 분야가 

제2의 도약을 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포항공

대 전자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수진과 배재

대 이수진 교수에게 석사학위를 받은 김수미

가 차례로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추적자동력

학과 재구성 연구를 담당하였고,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를 졸업한 김중현이 석사과정으로 입

학하여 소동물 SPECT 연구를 맡으면서 비로

소 연구실의 규모를 갖추었다. 김수진은 비가

역추적자에 대한 새로운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

여 2008년 12월호 JCBFM 표지 논문을 발표하

였다. 

대 전자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수진과 배재

대 이수진 교수에게 석사학위를 받은 김수미

가 차례로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추적자동력

학과 재구성 연구를 담당하였고,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를 졸업한 김중현이 석사과정으로 입

학하여 소동물 SPECT 연구를 맡으면서 비로

소 연구실의 규모를 갖추었다. 김수진은 비가

역추적자에 대한 새로운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

여 2008년 12월호 JCBFM 표지 논문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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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재성 교수의 특정기초 연구로 본격

적인 하드웨어 연구가 시작되는데, KAIST 전자

과 출신의 권순일, 윤현석이 2006년, 2008년 방

사선응용생명과학 의과학과 석사과정으로 들

어와 각각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개발을 맡

고, 고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인 일본 출신의 이

또 미끼꼬가 합류하여 검출기 디자인 및 실험

을 맡았다. 이재성 교수와 공동연구를 하던 홍

성종 박사가 2007년 서울대 의학연구원 방사

선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발령받아 서울

대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전에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 연구하던 PET 개발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인 

도약을 했다. 홍성종 박사는 2009년 을지대 방

사선학과 교수가 되어 보건직 양성에도 기여하

고 있다. PET 하드웨어 연구 초기에는 각종 측

정장치가 없어 NIM, VME 모듈들을 건국대 물

리학과에서 빌려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기초, 고유강점 과

제 등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차차 갖

추게 되었다. 

2005년 서울시 산학연과제 수주를 계기로 경

기대 전산과 석사인 박상근이 합류하여 프로그

램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재성 교수의 의

공학과 후배인 오정수 박사와 박사과정 박민재

가 합류를 하였다. 오정수 박사는 박사후 연구

원 재직 중 DTI  분석 연구를 주로 한 후 하버드

대학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의대 BK 조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민재는 유닉스의 전문

가 이전에 설치조차 어려웠던 GATE 시뮬레이

션 기법을 이재성 교수와 함께 프랑스에서 배워

와 연구실 전체에 보급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

고 2010년 이를 활용한 재구성 연구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 

2008년 이화여대에서 정보통신학과 물리학

을 이중 전공한 김지후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를 졸업한 이찬미가 각각 방사선응용생명과학 

의과학과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추적자동력

학과 PET 검출기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0년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고근배와 유혜빈

이 각각 의과학과와 WCU 뇌인지과학과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였다.

임상병리사 출신의 홍성탁(2001)과, 방사선

사 출신의 한상희(2005), 김승정(2006), 주시연

(2008)이 연구원으로 영상분석과 동물실험 업

무를 담당하였는데, 국립암센터(홍성탁) 및 서

울대병원(김승정, 주시연) 핵의학과와 식약청  

(한상희)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유은혜 연구원

이 2009년부터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과의 전산망, 컴퓨터 등의 시스템 관리를 위

한 여러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98년

부터 근무한 이균일은 체외정도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부터 근무하고 있

는 장순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기여를 하

였다.

마. 인지신경팀 설립 및 연구인력 확충

핵의학과 인지신경팀의 시작은 1999년 이동

수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 이재성이 15O-H2O 

PET을 이용하여 기억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뇌

영상 인지실험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같은 해 1999년에 미국 Stanford 대학

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법(fMRI)을 이용한 기

억기능연구로 박사후 연구원을 마친 강은주 교

수가 방사선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핵의

학과에 자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지팀의 구

성이 시작되었고, 국내 뇌 기능 규명을 위한 인

지실험 및 인지과학적인 접근과 영상분석의 기

공학과 후배인 오정수 박사와 박사과정 박민재

가 합류를 하였다. 오정수 박사는 박사후 연구

원 재직 중 DTI  분석 연구를 주로 한 후 하버드

대학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의대 BK 조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민재는 유닉스의 전문

가 이전에 설치조차 어려웠던 GATE 시뮬레이

션 기법을 이재성 교수와 함께 프랑스에서 배워

와 연구실 전체에 보급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

고 2010년 이를 활용한 재구성 연구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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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제공하였다. 

인지팀 초기 연구는 간질환자의 기억기능을 

매핑하는 것이었고, 2000년 초반에 성균관대 

인지과학과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강혜진이 초

기 팀원으로 합류하면서 신경과 이상건 교수와

의 공동연구로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마 활성

화를 위한 연합기억과제 파라다임으로 행동실

험 및 심리검사를 비롯한 15O-H2O PET 이용 연

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후반에는 서울대 인

지과학 석사신입생으로 김희정이 팀에 합류하

였다. 강은주 교수는 PET뿐만 아니라 성균관

대 인지과학과 이정모 교수와의 뇌과학 연구과

제 공동수행으로 국내 초기단계의 fMRI 연구를 

활성화시켰고, 15O-H2O PET과 fMRI를 모두 이

용한 기억기능 규명에 노력을 쏟았다. 그 당시 

fMRI 연구가 바탕이 되어 현재 인지신경팀에서

는 PET, SPECT, fMRI, MEG의 다양한 신경 영

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당시 성균

관대 인지과학과 박사과정 중의 조상수가 김상

은 교수의 공동지도하에 강은주 교수의 지도 학

생으로 팀에 합류하였다. 2003년에 강은주 교

수가 핵의학교실의 BK21 연구조교

수로 승진하였고, 2004년 고려대 

교육학과 윤미선 박사가 박사후 연

구원으로 함께 하면서 교육학과의 

fMRI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강은주 교수가 2005년 강원대 심리

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인지신경팀은 2001년 이동수 교수

의 Nature 논문을 바탕으로 이비인

후과와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전농에서 발달에 따른 청각피질의 

연결성의 변화, 나이에 따른 변화, 

수술이후 언어청각능력과의 상관 뇌영역 규명 

등의 연구를 잇따라 주요 잡지인 Neuroimage

에 실었다. 시청각 양상의 통합적 처리 및 독순

(lipreading)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PET 뿐만 

아니라 fMRI 연구로 수행되었고, 교차양상처리

연구가 김희정의 인지과학 석사논문으로 수행

되었다. 2005년에는 경북대 심리학과 출신의 

박효진이 인지신경팀에 들어오게 되면서 MEG 

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새로운 분석방

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인지신경팀은 2005년부터 국제적 흐름

에 따른 뇌 연결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 2009년 

FDG PET 영상에서의 뇌 연결성 규명을 위한 

임상적용을 시도하였고 이로 강혜진이 뇌신경

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소아청소년

과와의 공동연구로 ADHD 및 자폐에 관련한 뇌 

연결성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항공대 컴

퓨터 공학과 이혜경 박사의 합류와 2009년 후

반 위스콘신대학 교수이면서 서울대 WCU 뇌

인지과학과에 부임한 정무경 교수의 자문에 힘

입어 기존의 일반선형모델을 이용한 SPM 분석

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산모델링 방법을 적용하

2010년 인지팀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

FDG PET 영상에서의 뇌 연결성 규명을 위한 

임상적용을 시도하였고 이로 강혜진이 뇌신경

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소아청소년

과와의 공동연구로 ADHD 및 자폐에 관련한 뇌 

연결성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항공대 컴

퓨터 공학과 이혜경 박사의 합류와 2009년 후

반 위스콘신대학 교수이면서 서울대 WCU 뇌

인지과학과에 부임한 정무경 교수의 자문에 힘

입어 기존의 일반선형모델을 이용한 SPM 분석

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산모델링 방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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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힘쓰고 있으며, 임상적 질병의 예후 예측 

및 분류를 위한 방법론적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인지신경팀은 이동수 교수의 방법론과 강은

주 교수의 인지적 컨텐츠가 함께 조화하여 발

전하고 있으며, 서울대 인지과학의 김현승, 배

여울, 이현정, 김정태와 강원대 출신의 황수영, 

전남대 출신의 김정희, 연세대 출신의 이윤상, 

성균관대학 출신의 최경묵, 윤현미, 김숙아, 김

연정, 덕성여대 출신의 이태선, 고려대 교육학

과의 윤미선 박사, 고려대 조혜주, 서울대 교육

학과 김성봉 등 많은 학생들이 인지팀 연구에 

기여하였다.

현재는 강혜진 박사, 이혜경 박사, 박사과정

으로 김희정, 박효진, 석사과정으로 임윤경, 김

은경, 함자랑이 핵의학의 인지신경팀을 구성하

고 있다. 

2) 주요 연구 주제

가. 임상연구: 1960~1980년대

서울대학교병원 동위원소진료실에서 최초

로 진행된 임상연구는 갑상선 질환에서 방사성

옥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였고, 이는 동위원

소실 최초의 논문“방사성동위원소옥소(131I)

를 사용한 갑상선종 연구”(대한내과학회잡지 

1961;4(3):29-47)로 출간되었다. 1960년대에는 

이처럼 갑상선 질환이 주된 임상연구 주제이긴 

하였으나 이 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의 임상 응

용을 다각도로 시도해 보던 시기였다. 이 시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심기능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검사 등과 간암, 뇌종양 등 각종 암

의 진단, 198Au을 이용한 종양 치료 등에 관한 임

상연구가 행해졌다.

1970년대에도 갑상선 질환이 가장 중요한 축

이었으나, 임상연구의 주제가 더욱 다양해졌

다. 이는 고창순 교수가 동위원소진료실을 맡

으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전공의나 연구자들

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임상연구를 수행하였고 

동위원소실 자체에서 여러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감마카메라

의 도입에 의해 영상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방

사면역검사의 도입으로 혈청학적 검사를 이용

하는 임상연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심기

능검사, 신장스캔, 간스캔 등이 많이 연구된 영

상검사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상검사에 대한 연

구가 좀 더 다양해졌으며 특히 임상 검사의 확

대와 맞물려 뼈 스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늘어

났다. 이 시기에 자주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영

상검사는 뼈 스캔, 혈관촬영술, 게이트 혈액

풀 스캔 등이었고 이 외에도 심근경색에 대한 

99mTc-PYP 스캔, 위배출시간검사, 간담도스캔, 

신장스캔, 비장스캔 등 다양한 영상검사가 연

구되었다.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갑상

선 질환의 임상연구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방사면역검사는 일반적 임상 서비스화가 되어 

감에 따라 핵의학 연구주제로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1986년 SPECT 카메라의 도입과 

더불어 심근관류스캔과 뇌관류스캔 등이 1980

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연구주제가 되어 점차 비

중이 커졌으나, 여전히 갑상선 질환과 더불어 

다양한 일반 핵의학 영상 검사가 연구 주제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나. 임상연구: 1990년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종양학 관련 연구는 

옥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였고, 이는 동위원

소실 최초의 논문“방사성동위원소옥소(

를 사용한 갑상선종 연구”(대한내과학회잡지 

1961;4(3):29-47)로 출간되었다. 1960년대에는 

이처럼 갑상선 질환이 주된 임상연구 주제이긴 

하였으나 이 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의 임상 응

용을 다각도로 시도해 보던 시기였다. 이 시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심기능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검사 등과 간암, 뇌종양 등 각종 암

의 진단, 198Au을 이용한 종양 치료 등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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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교수, 신경학과 심장학 관련 연구는 이

동수 교수가 주관하여 담당하게 되면서 연구가 

한층 심화되고 충실해졌다.

① 임상 종양핵의학

1990년대 임상 종양핵의학 연구는 갑상선암, 

항체를 이용한 스캔 및 치료, 그리고 종양 PET

이 주요 주제였다.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갑상

선암의 진단 및 치료는 그 전부터 꾸준히 이어

져온 주제였는데 이와 관련해 스캔의 진단성

적, 간이 보이는 것과 같은 특정 스캔 소견의 의

의, 혈청 호르몬이나 마커와의 관련성 등이 주

로 연구되었다.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하는 암의 진단과 치료

는 정준기 교수의 미국 연수 후 1990년대에 계

속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항CEA 항체 등 암

에 대한 여러 항체를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하

는 방법, 131I이나 111In로 표지한 항체를 이용한 

동물 종양 모델에서의 진단 및 치료 등이 시도

되었다. 항과립구 항체를 이용한 스캔은 종양 

등에서의 골수 스캔이나 염증 스캔으로 연구되

었다.

종양에 대한 진단 스캔으로 뇌종양에 대한 

201Tl 스캔 등이 연구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 

PET 도입 이후에는 FDG PET에 연구가 집중되

어 1990년대 후반부터 FDG PET을 이용한 종양 

진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GLUT 

등 FDG의 섭취 기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뇌

종양, 유방암, 부인암 등 여러 종양에서 PET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갑상

선암에서 131I 스캔과 FDG PET 소견의 상관관

계를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도 보고되었다.

② 임상 심장핵의학

1990년대 임상 심장핵의학 연구는 주로 심근

관류 SPECT 영상법의 발전을 임상에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90년대 초기에는 심장 게이트 혈

액풀 스캔을 이용한 기능평가를 80년대에 이

어 연구하기도 하였고 항myosin 항체나 99mTc 

pyrophosphate 스캔을 이용한 심근경색 스캔

도 일부 시도되었으나 중심적 연구주제는 아니

었다.

관류스캔에서 201Tl을 이용한 연구는 1987년, 

MIBI 이용 연구는 1990년 처음 보고되었는데, 

그 이후 방법론 측면에서 관류영상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디피리다몰 부하법의 유

효성 및 부작용, 201Tl 스캔의 정량분석(1991), 

극성지도(polar map) 이용의 유효성(1993), 게

이트 심근 SPECT(1995), 폐/심 섭취비 등 관류

스캔의 새로운 영상법 및 분석법들이 도입과 더

불어 같이 연구되었다. 201Tl과 MIBI를 비교하

는 연구도 이런 측면의 하나였다. 이어 1990년

대 후반에는 관류 SPECT가 정착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이용한 임상적 의의와 유효성

이 많이 연구되었다. SPECT를 이용하여 CABG 

수술효과를 평가하거나 SPECT에서 발견된 일

과성 심근기절, SPECT를 이용한 예후평가 등

이 연구되었다.

이 외에 82Rb PET, 188Re-DTPA를 이용한 관

상동맥 근접조사 등이 이 시기 연구주제로 다

루어졌다.

③ 임상 신경핵의학

1990년대 임상 신경핵의학 연구는 뇌관류 

SPECT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후반기에 PET

이 점차 비중을 키워나갔다. 

188Re-DTPA를 이용한 관

상동맥 근접조사 등이 이 시기 연구주제로 다

1990년대 임상 신경핵의학 연구는 뇌관류 

SPECT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후반기에 PET

이 점차 비중을 키워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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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PAO를 이용한 뇌관류 SPECT 연구는 

1989년 처음 보고하였으나 금세 중심적 위치

를 차지하였다. 허혈성 질환에서 CT 및 MRI와

의 비교, 뇌동맥류, 간질, 모야모야병 등 질환에

서의 적용이 1990년대 전반기에 시도 및 연구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EDAS 수술 

효과의 평가, 간질에서 발작기 및 발작기-간기 

감산 SPECT의 이용, 뇌경색에서 교차소뇌해리 

등 뇌관류 SPECT를 이용한 임상평가 연구가 이

루어졌다. 뇌관류 SPECT 방법론으로서는 ECD 

합성법이나 디아목스 SPECT 프로토콜 최적화 

연구 등이 다루어졌다.

PET을 이용한 연구는 포도당대사율 평가가 

연구되었고, 간질에 대한 적용이 임상 연구로

서 이루어졌다. 15O-H2O을 이용한 PET으로 뇌

기능지도를 작성하는 연구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외에 123I-βCIT를 도입하여 연구하기도 하

였다.

④ 기타 임상 핵의학

그 외에 일반 핵의학 스캔도 단속적으로 연

구되어 보고되었는데, 뼈 스캔을 이용한 강직

성척추염이나 신성골이영양증 진단, DMSA 또

는 DTPA를 이용한 신장스캔, 캡토프릴 스캔, 

DISIDA 스캔, 무릎의 뼈관절 SPECT 등이 자주 

다루어진 주제였다.

다. 임상연구: 2000년대

2000년대 임상연구에서도 여전히 정준기, 이

동수 교수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

년부터 교수 정원이 확대되어 젊은 임상 담당 

교수가 보강되었으며 여정석, 소영, 강원준 교

수 등이 헌신한 후 각각 서울아산병원, 건국대

병원, 연세대병원으로 승진, 전직하였고,  2007

년 강건욱 교수, 2008년 팽진철 교수, 이호영 

교수, 2010년 오소원 등의 발령 이후 협력적 임

상연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3년 

분당병원 개원과 더불어 김상은, 이원우, 김유

경 교수가 임상연구의 또 다른 주요한 축을 담

당하고 있다.

① 임상 종양핵의학

2000년대 임상 종양핵의학 연구는 FDG PET

의 임상 적용이 중심이었다. 다양한 암에서 

FDG PET의 진단 유용성, 영상 소견 분석 등이 

주 연구주제로서, 폐암, 유방암, 뇌종양, 갑상선

암, 부인과암 등에서 FDG PET의 진단성적, CT 

등 다른 영상법과의 비교, 종격동 림프절에 대

한 분석 및 감별진단법 등이 다루어졌다. 건강

검진용 FDG PET의 진단성적과 같은 한국적 특

수성이 보이는 주제도 있었다. 2000년대 후반

기에는 예후와 관련해 폐암, 뇌종양, 간암에 의

한 간 이식 등에서 FDG PET의 예후 예측 성능

이 연구되었다.

FDG 이외의 종양 영상으로는 유방암에서 

MIBI 스캔, 뇌종양에서 11C-methionine PET 

등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졌고 2000년대 말에는 

FDG를 이용한 PEM(양전자유방촬영술)이나 

11C-acetate를 이용한 간암, 폐암 영상 등도 연

구되었다. 갑상선암도 상대적 비중은 줄었으나 

꾸준히 이어진 연구주제로서 FDG PET, 131I 스

캔과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간의 상호관계 등이 

주 관심사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는 중심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 꾸준히 모색된 연구주제였다. 2000년

대 초중반, 갑상선암에서는 최대안전용량을 이

용한 치료나 레티노이드를 병합한 치료가 시

는 DTPA를 이용한 신장스캔, 캡토프릴 스캔, 

DISIDA 스캔, 무릎의 뼈관절 SPECT 등이 자주 

다루어진 주제였다.

다. 임상연구: 2000년대

2000년대 임상연구에서도 여전히 정준기, 이

동수 교수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

년부터 교수 정원이 확대되어 젊은 임상 담당 

교수가 보강되었으며 여정석, 소영, 강원준 교

수 등이 헌신한 후 각각 서울아산병원,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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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고 188Re 발생기 공급과 더불어 188Re-

HDD가 개발되어 이를 이용한 간암치료도 다

국적 임상연구로 시도되었다. 2000년대 말에는 

90Y-microsphere가 업체 주도의 임상연구로 수

행되었다.

② 임상 심장핵의학

2000년대 임상 심장핵의학 연구는 심근관류 

SPECT 정량분석법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질

환에서 이를 이용한 활발한 임상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2000년대 말로 가면서 점차 일상적인 

임상응용에 머물게 되었고, 심근관류 PET 및 

심장분자영상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심근 SPECT 분석방법론

과 임상유효성이 주 연구주제로서, 감쇠보정 

영상의 효용, 자동정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

연성 평가 및 임상지표 설정, SPECT를 이용한 

진단의 예후 예측능, 비용-효과분석 등이 연구

되었다. 또한 심근생존능 평가가 주요 주제였

는데, FDG PET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으나 주

로는 201Tl 지연스캔을 이용한 심근생존능 평가

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상 과

에서 SPECT를 주요 평가 수단으로 받아들여, 

흉부외과에서는 CABG 수술법 비교평가에, 내

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효과 평가에 이를 이

용하여 여러 연구 결과를 내었다. 이와 관련해 

FDG로 표지한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전신 분

포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③ 임상 신경핵의학

2000년대 임상 신경핵의학 연구는 HMPAO 

SPECT와 FDG PET이 중심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SPM(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및 SPAM(statistical probabilistic 

anatomical mapping) 도입과 더불어 응용의 획

기적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의 연장선에서 개

발된 한국인 뇌지도를 이용한 임상 연구도 있

었다.

간질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서 측두엽, 신

피질, 소아 간질 등 여러 세부유형에서 발작기 

SPECT와 PET에 대한 진단성적이 연구되었고, 

SPM과 SPAM을 영상분석에 이용한 간질 진단

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외에 SPM의 도입으로 인해 정신과 질환에

서 SPECT나 PET을 이용해 질환을 평가하거나 

기타 신경학적 질환 및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강박증, ADHD, 가성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전측두엽 치매 등의 SPECT나 

PET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특히 인공와우 이식 

청각장애 환자에서 FDG PET을 이용한 뇌가소

성 연구는 Nature지에 게재되었고 이를 이어 피

질시각장애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뇌혈관질환에서 SPECT는 꾸준히 이어진 연

구주제였다. 모야모야병이나 경동맥 협착의 수

술 전후 평가에서 주요한 임상 수단으로 이용되

면서 유효성이 꾸준히 재평가되었고, 특히 이

러한 경우에도 SPM과 SPAM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④ 기타 임상 핵의학

일반 핵의학 검사는 일상 임상진료에만 주로 

쓰이는 핵의학의 전반적 추세를 반영하여 임상 

일반핵의학 연구는 크게 줄었다. 무릎에 대한 

뼈관절 SPECT, 림프관확장증에 대한 림프신티

그라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뼈스캔 등

의 진단법이 간헐적으로 연구주제로 등장하였

고 치료법으로는 콜로이드를 이용한 활액막절

제술이 2000년대 초반 잠시 시도되었다.

④ 기타 임상 핵의학

일반 핵의학 검사는 일상 임상진료에만 주로 

쓰이는 핵의학의 전반적 추세를 반영하여 임상 

일반핵의학 연구는 크게 줄었다. 무릎에 대한 

뼈관절 SPECT, 림프관확장증에 대한 림프신티

그라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뼈스캔 등

의 진단법이 간헐적으로 연구주제로 등장하였

고 치료법으로는 콜로이드를 이용한 활액막절

제술이 2000년대 초반 잠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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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 핵의학 연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특히 신경 

핵의학 연구와 분자 영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질병 특이적 FDG brain PET 소견 등의 

연구 외에도 최근에는 김상은 교수가 게임 중독

에서의 특징적인 PET의 소견을 발표하여 언론

의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도파민, 세로토닌,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영상 물질 등 각종 신경계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여 임상 연구에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도파민 운반체 영상화를 통해 

파킨슨병 및 기타 이상 운동 질환의 진단과 평

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도파민 수

용체 영상화 약제인 fallypride를 이용하여 도파

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의 occupancy를 측

정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beta-amyloid 영상화에도 

성공하여 임상 실험이 계획되어 있다. 2008년 

3월에는 분당서울대학교 임상, 전임상 분자영

상센터를 개설하여 mechanism-based imaging 

biomarker 발굴, 질병/표적 특이 분자 영상 프

로브 개발, 신약 후보 물질 평가의 분자 영상 기

술 개발, 분자 영상을 이용한 질병 기전 연구, 

imaging-based PK/PD modeling 등의 고유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장 핵의학에서는 201Tl을 이용한 gating의 

임상적 의의를 밝히는 연구와, coronary CT와 

MR, PET, myocardial SPECT 등 여러 modality 

영상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다. 종

양 핵의학은 GLUT의 발현과 FDG 섭취와의 상

관 관계를 보는 연구가 병리과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GLUT의 발현과 FDG PET 소견 연구

는 폐암과 내분비 종양, 림프종 등 다양한 종양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 외, 18F NaF Bone 

PET를 임상에 도입하여 99mTc 일변도의 골영상 

탈피 시도가 있었다. 또한 폐암에서 PET/CT의 

유용성을 밝히는 다국적, 다임상기관 연구에도 

참여 중이다. 

라. 방사화학 연구

1979년 99mTc 발생기(generator)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핵의학 분야는 큰 부흥기를 맞

게 된다. 1980년대 기초연구도 주로 99mTc을 이

용한 연구분야였다. 1982년 정재민이 핵의학교

실에 참여하면서 임상에서 사용되는 99mTc 표

지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정도관리법에 관한 연

구를 시작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포함한 방사화

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99mTc-

MAG3, 99mTc-ECD, 등을 합성 표지하여 in vitro 

실험 및 동물에서의 영상화를 진행하였고, 이

와 함께 방사성의약품의 전구물질합성 등에 관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90년에 정재민

이 미국 NIH에서 연구를 하고 1993년에 귀국

한 후에는 99mTc-HMPAO와 99mTc-MIBI를 킷트

화하는 기술을 동아제약에 기술이전하여 국산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진흥시켰다. 

1994년 사이클로트론의 도입으로 11C 및 18F

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화합물에 대

한 합성 방법 연구와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개

발이 가능하였다. 사이클로트론 도입 초기 [18F]

FDG의 생산법을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8F 화학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여 간질환자의 

뇌영상 연구를 위한 [18F]Fluoroethylflumazenil 

등을 포함한 여러 새로운 18F 표지화합물을 개

발하였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을 위한 18F 표지화합물을 개발하였고, 현재

는 18F 표지를 위한 새로운 표지기법을 개발하

고 있다. 2003년 11C-methionine 합성법을 확

구를 수행하고 있다. 

심장 핵의학에서는 201

임상적 의의를 밝히는 연구와, coronary CT와 

MR, PET, myocardial SPECT 등 여러 modality 

영상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다. 종

양 핵의학은 GLUT의 발현과 FDG 섭취와의 상

관 관계를 보는 연구가 병리과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GLUT의 발현과 FDG PET 소견 연구

는 폐암과 내분비 종양, 림프종 등 다양한 종양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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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이를 위한 자동합성장치를 개발하였

다. 이를 11C-PIB, 11C-Raclopride, 11C-ABP688, 

11C-SCH23390 등의 다양한 11C 표지 방사성의

약품의 합성법을 확립하여 여러 임상 연구에 쓰

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188Re에 대한 연구는 진

단용 방사성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핵

의학 현장에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도입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88Re은 제너레이터에

서 용출하여 사용이 가능한 치료용 방사성동

위원소로 99mTc과 주기율표상에 같은 족에 위

치하여 기존에 99mTc의 표지에 이용되던 킬레

이트화제에 바로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188Re는 치료용인 베타선과 함께 진단용으로 사

용이 가능한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

에 체내의 분포를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188Re-HEDP를 이용한 뼈전

이암의 고식적치료(bone metastasis palliative 

treatment), 188Re-DTPA를 이용한 관상동맥의 

방사성동위원소 근접치료(radioisotope filled 

balloon brachytherapy), 188Re-주석 콜로이드

를 이용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치료, 188Re-

HDD/Lipiodol을 이용한 간세포암의 치료 등을 

연구하여 정재민 교수가 방사성의약품 연구 분

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

고, 188Re-HDD/Lipiodol의 경우에는 국제원자

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협력으로 세계 11개국의 다기관 임

상시험을 통하여 간세포암에서의 높은 치료효

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에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확산시키

려는 시도는 한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촉발

된 국정감사를 통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비록 

188Re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용이 병원 내의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더라도 식품의약

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

아 기존의 188Re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용뿐 아

니라 향후 계획되었던 모든 계획도 취소되었

다. 따라서 이 후 모든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

용은 특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2003년 약사법이 개정되어 치료용 방사성의약

품의 개발이 어렵게 되었다. 이 후 치료용 방사

성의약품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미뤄지고 있다

가 최근에 90Y, 177Lu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용한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 중에 있

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핵의

학회 내의 방사성의약품위원회가 현재 가칭 ‘

방사성의약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용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68Ga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의 또 다른 방

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PET용 방사성의약품

은 주로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된 장소에서 복잡

한 표지 실험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었다. 이것

을 발생기에서 용출하여 킷트에 섞어 주기만 되

는 간단한 조작방법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하

여 사이클로트론이 없거나 충분한 연구기반시

설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쉽게 PET용 방사

성의약품을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

련하였다. 68Ga는 양전자를 방출하고, 반감기

가 68 분으로 짧아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기의 모핵종인 68Ge

의 반감기가 271일로 매우 길어 한 번 구입한 

발생기로 거의 1 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하여 매

우 경제적이다. 첫 연구로서 신생혈관형성 과

는 간단한 조작방법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하

여 사이클로트론이 없거나 충분한 연구기반시

설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쉽게 PET용 방사

성의약품을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

Ga는 양전자를 방출하고, 반감기

가 68 분으로 짧아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기의 모핵종인 68Ge

의 반감기가 271일로 매우 길어 한 번 구입한 

발생기로 거의 1 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하여 매

우 경제적이다. 첫 연구로서 신생혈관형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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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영상화할 수 있는 68Ga-RGD를 개발하였

다. 이 밖에도 기존의 심근영상용 PET agent인 

BAPEN이라는 화합물을 킷트로 개발하여 임상

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현재 여러 

가지 68Ga 표지 방사성의약품이 연구 중이다.

2006년경에 시작된 나노입자의 방사성동위

원소 표지를 통한 체내분포 실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내외의 여러 연구팀과 협력

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나노입자의 개

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방사성동

위원소 치료 분야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에 문을 열 서울대학교병원 내의 암센터

에 새로운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되면, PET용 방

사성동위원소인 64Cu, 124I 등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좀 더 다양한 방사성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2006년 미

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이였

던 이병철 박사가 연구진에 합류하여 방사화

학팀이 시작되었으며, 당해 세계핵의학회(9th 

World Congress of Nuclear Medicine and 

Biology)에서 젊은 과학자 경쟁 발표 분야에

서‘Masahiro Iio’상을 수상하면서 분당서울대

학교병원의 방사화학분야에 방향족 18F 표지기

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2007년 

설치된 국산 사이클로트론의 안정된 운행 및 국

산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18F, 11C 생산 및 방

사성의약품 생산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여 그 기

술을 논문 및 국제 학회에 보고하였다.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전임상^임상 분자영상센터 기반 

구축을 김상은 교수를 도와 성공리에 완성하여 

사이클로트론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표지 Hot-cells,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유기합성실,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실험공간, 그리고 얻어

진 방사성의약품 및 후보물질의 영상 장비실이 

유기적으로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센터로 

발전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방향족 18F 표지 

원천기술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의약품

([18F]SNUBH-NM-333)을 개발하여 국내.외 특

허 출원, 논문 발표 그리고 국내 최초 알츠하이

머병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

행 중이다. 본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 56

회 미국핵의학회에서 The young professional 

committee (YPC)에 선정되어 구두발표를 하였

다. 또한 퇴행성 뇌질환 타깃 방사성의약품의 

합성 연구를 중점으로 저용량 염기사용 자동

화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뇌질환 타깃 방사성

의약품의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18F]fallypride (PCT 출원), 확보된 방

향족 18F 표지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자동화 

생산에 성공한 [18F]flumazenil, 현재까지 합성

할 수 없었던 치매 진단물질 3-[18F]donepezil의 

표지 성공 및 [18F]CFT 연구를 진행 중이다. 더

불어 마이크로웨이브를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18F 표지기술로 높은 수율과 순도을 갖는 [18F]

haloperidol과 [18F]N-methylspiperone 표지방

법을 개발하였으며 앞서 개발한 저용량 염기

사용 자동화 생산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

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장착된 자동화 합성장치

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종양 신생혈

관 타깃 진단 의약품 개발로서 99mTc 트리카르

보닐 전구체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구

현할 수 있는 cyclicRGD 유도체를 개발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높은 표적/비표적 비율의 결과

를 얻었고, 188Re을 이용한 종양 치료 연구를 진

행 중이다. 

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2007년 

설치된 국산 사이클로트론의 안정된 운행 및 국

산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사성의약품 생산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여 그 기

술을 논문 및 국제 학회에 보고하였다.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전임상^임상 분자영상센터 기반 

구축을 김상은 교수를 도와 성공리에 완성하여 

사이클로트론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표지 Hot-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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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양생물학 영상 및 치료연구

종양생물학의 연구는 1985년경부터 서울대 

의과대학 암연구소에 관여하며 시작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정준기 교수를 중심으로 항체를 

이용한 영상법 개발과 Glucose transporter-1 

(Glut-1)을 이용한 FDG 섭취 기전 연구를 통한 

PET영상의 개발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였

다. 이후 종양영상의 연구는 분자생물학의 놀

라운 발전과 더불어 유전자조작을 통한 리포터 

유전자의 활용을 이용한 영상법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종양생

물학 영상팀도 복합적인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

한 분자영상법의 연구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

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분자영상을 이용한 

종양진단 및 치료를 위한 영상의 개발에 본격

적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리포터 유전자이입을 

통한 소동물 종양모델을 확립하여 종양치료의 

효과를 영상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

하는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광학

적으로는 형광단백질과 생물발광효소를 이용

하여 형광과 생물발광을 이용한 분자영상법 개

발과 핵의학적인 영상으로는 갑상선세포막에 

존재하는 sodium/iodide symporter (NIS)라는 

운반체 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영상 및 방사선 핵

종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가 시

작되었다. 또한 새로운 분자영상용 리포터 유

전자로서 광학적인 영상과 핵의학적인 영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리포터 유전자의 

복합체를 개발하여 형광 또는 생물발광을 통

한 광학영상과 NIS등을 이용한 핵의학적 영상

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세포수준에

서 뿐 아니라 소동물 수준에서도 동시에 종양

의 영상을 가능케 하여 in vitro와 in vivo의 영

상을 연결하는 종양생물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NIS를 이용한 방사성핵종 유전자

치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 하고자 TPO 유

전자 주입, p53 유전자 주입 등을 이용하여 방

사성 핵종의 축적을 증진시켜 항암치료의 효과

를 높이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retinoic acid 등의 NIS의 발현을 증진시키는 약

제들과 NIS 활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약제들

의 복합적 적용을 통한 항암치료효과 증진연구

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정준기 교수는 NIS를 이용한 분자

영상뿐 아니라 리포터유전자를 이용한 소동물 

영상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위상

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종양 치료 효과의 강화를 

위해 암 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위한 표적 유전

자 치료법 개발들이 이어져 연구되어져 왔으며 

DNA 백신 등을 이용한 종양 면역치료와 NIS를 

이용한 방사성 핵종치료의 병합을 통한 새로운 

항암치료의 개발과 그 영상화에 관한 연구도 진

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융합학문으로서의 핵의학, 분자영

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의학뿐 아

니라 생물학, 생화학, 약학, 화학, 물리 및 재료

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분자영상 

기술의 접목을 위한 노력도 진행 되었다. 이러

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연구실 외의 학계와 산

업체의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하

여 타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여 종양분자영상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의학 분

자영상의 적용범위 또한 다양하게 넓히는데 기

여하고 있다. 

갑상샘암의 방사성요오드치료 시 심각한 부

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침샘의 파괴를 줄이

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분자영상 

기술의 접목을 위한 노력도 진행 되었다. 이러

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연구실 외의 학계와 산

업체의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하

여 타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여 종양분자영상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의학 분

자영상의 적용범위 또한 다양하게 넓히는데 기

갑상샘암의 방사성요오드치료 시 심각한 부

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침샘의 파괴를 줄이

P
a
rt 3

 / 주
요

분
야

별
 5

0

179 제3장 주요분야별 50년사



기 위한 치료법 개발의 일환으로 Genolution

의 김동호 박사가 발굴한 역가 높은 NIS 유전자

의 siRNA를 이용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 

침샘에 미리 주사함으로써 NIS의 발현을 줄여 

침샘의 파괴를 막고자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환모델에서의 줄기세포

의 동태 파악을 위한 영상법 개발을 위하여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Dr. Ravinovich와

의 협력연구로 기존의 분자영상용리포터 유전

자보다 10000배 이상 민감한 리포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추적을 위한 영

상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암 특이적 miRNA 발현을 이용한 anti-

microRNA 치료법개발을 위하여 분자영상을 

통하여 Peptide Nucleic Acid (PNA)와 Locked 

Nucleic Acid (LNA) 와 같은 변형된 올리고를 

사용하여 그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을 영상화 하

였으며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aptamer를 이용

하여 암세포 특이적 표적화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균관대 이동기, 동국대 김소연 교수 등과의 

협력연구로 췌장암 특이적인 aptamer의 발굴

을 위한 분자영상의 적용에 관한 연구 또한 진

행 중이다. 

표적화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상법

의 개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서울대 김병

기, 남좌민, 성제경, 정두수, 현택환 교수 등과 

Biterials, Katayama Chemical 등과의 협동연구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 혹

은 항체가 표지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상

법 개발 연구와 그 밖에 나노 물질을 활용한 다

양한 암 표적화 영상 및 진단 기술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바. 분자영상 뇌과학 연구

2002년 이동수 교수의 주도로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생체분자영상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 주로 뇌 분야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생물학

적 현상을 특정 영상 탐침자를 이용하여 영상

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뇌과학팀이

라는 소속 하에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는 뇌졸중 

쥐 모델에서 인간유래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경

로를 핵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연구

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이식된 줄기세포의 신경세포 분화

과정을 영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고, 조직특이적인 프로모터의 약한 활성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 TSTA (two step transcriptional 

amplification) 방법을 도입하여 광학 활성을 

100배 이상 증폭시킴으로써 고민감도의 광학

영상을 분화과정 동안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뇌질환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

근 주목받는 줄기세포/지지체 복합체 이식술

에 다양한 생체적합성 지지체 (biocompatible 

scaffold)를 이용하여 생체내에서 신경줄기세

포 및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존, 증식을 영상으

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형광/발광/핵영상/MR

영상을 하나의 나노입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

중(multimodal) 나노입자을 이용하여 암 추적

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고, 나아가 암 특이적

인 압타머나 펩티드를 나노입자에 접합하여 전

신경로로 투여하는 암표적 영상연구를 진행하

였다. 최근에는 small RNA중 하나인 miRNA생

산 및 작용을 평가하는 영상방법을 개발하였

고 이에 대한 리뷰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뇌질환 특이적인 miRNA를 이용하여 뇌질환치

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영상으로 평가하기 위해 

miRNA 및 siRNA를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뇌에 

표적화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상법

의 개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서울대 김병

기, 남좌민, 성제경, 정두수, 현택환 교수 등과 

Biterials, Katayama Chemical 등과의 협동연구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 혹

은 항체가 표지된 나노 물질을 이용한 분자영상

법 개발 연구와 그 밖에 나노 물질을 활용한 다

양한 암 표적화 영상 및 진단 기술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180 서울대학교 핵의학 반세기

서
울

대
학

교
 핵

의
학

과
 5

0
년

사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사. 핵의학 물리학 연구

80년대 초부터 구획모델을 이용한 신장기능 

측정, 디컨볼루션 분석을 이용한 심장좌우단락

의 정량적 평가 연구 등의 핵의학 물리 및 의

공학 연구가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민병구 교수

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2년

는 감마프루브형태의 핵청진기를 개발하여 좌

심실기능평가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1987년

에는 골밀도 측정기 개발로 정부연구과제를 수

주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물리 및 의공학 분야 연구는 1994년 

PET과 사이클로트론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

다. 사이클로트론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는 82Rb 

심근혈류 PET에 대한 정량화와 파라메터 영

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15O 

water를 이용한 심근혈류 정량화 연구가 이동

수 교수의 지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1

년도에 인자분석 및 독립분석법을(ICA) 이용한 

좌심실 입력함수 추출연구가 JNM에 연이어 게

재되었는데, 이재성 당시 박사과정생의 ICA 논

문은 핵의학 영상에 공간 ICA 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중선형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15O-H2O PET 데이터

만을 이용한 최초의 심근혈류 파라메터 영상을 

개발하기도 하였는데(JNM, 2005), 이동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재단의 

2005년 우수연구과제 50선에 선정되었다.

1990년대 당시 박사과정이던 김경민, 이병일 

박사를 주축으로 한 SPECT 연구 또한 이동수 

교수의 지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영상대

잡음비를 고려한 Diamox SPECT 프로토콜 확

립, 심근 SPECT와 토노메트리를 이용한 심근 

수축능 평가기법 개발(JNC, 1999), 동적 99mTc-

HMPAO를 이용한 뇌혈류 정량화 기법 개발 등

의 주요 연구업적을 발표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188Re 방사성의약품의 도

시메트리 연구 또한 당시의 중요한 물리 연구 

주제였다(EJNM, 2000).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울대 

핵의학과의 뇌 PET, SPECT 영상분석 연구는 

우리나라 신경핵의학 및 뇌기능매핑 분야 발전

에 큰 기여를 한다. 이동수, 이재성 교수는 90

년대 중반 이후 기능적 뇌영상 분석분야에 획기

적인 발전을 가져온 SPM 기법을 도입하고, 자

체적으로 한국인 표준뇌영상과 확률뇌지도 및 

이를 이용한 뇌영상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였으

며, 이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선구적인 역

할을 하였고, Nature, NeuroImage, HBM 등의 

유수 저널에 많은 뇌기능매핑 관련 논문을 발

표하였다.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뇌 PET 자

동진단(IEEE TMI, 2000), 뇌영상 정합 및 퓨전

기법 개발 등도 당시의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이명철 교수가 2002년 방사선응용생명과학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원 교육이 수월해지

고, 이재성 박사가 2003년 귀국하여 물리 및 의

공학연구팀을 맡게 되면서 물리연구 분야도 새

로운 전기를 맡게 되었다. 뇌수용체 PET에 대

한 추적자동력학 기법을 도입하고, SK(주)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YKP-1358에 대한 도파

민 D2 수용체 점유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신

약 개발 및 약동학 연구에 PET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가역적 결합

을 하는 추적자 정량화를 위한 새로운 선형분

석 기법인 MLAIR를 김수진 당시 박사과정생이 

고안하여 이재성, 김유경 교수가 미국에서부

터 고심하던 11C-MeNTI PET 정량화에 적용하

로운 전기를 맡게 되었다. 뇌수용체 PET에 대

한 추적자동력학 기법을 도입하고, SK(주)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 YKP-1358에 대한 도파

민 D2 수용체 점유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신

약 개발 및 약동학 연구에 PET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가역적 결합

을 하는 추적자 정량화를 위한 새로운 선형분

석 기법인 MLAIR를 김수진 당시 박사과정생이 

고안하여 이재성, 김유경 교수가 미국에서부

C-MeNTI PET 정량화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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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25년간 표준 분석기법으로 쓰이

던 Gjedde-Patlak 분석법 보다 그 결과가 훨씬 

좋아 추적자 동력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저

널인 JCBFM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2008).   

2000년대 들어 분자영상 연구가 활발해 짐

에 따라 소동물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소동물 PET에 대한 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하

여 KIRAMS와 아산병원에 국내 최초로 도입

된 소동물 PET 평가에 적용하고(김진수, JNM, 

2007), 분당병원의 3중헤드 SPECT를 이용한 소

동물 SPECT 영상기법도 개발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자적인 PET 시스

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6년 이재성 

교수가 2008년에 서울의대 방사선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합류한 홍성종 당시 가천의대 

교수 등과 함께 과학재단 특정기초 과제로 본

격적인 소동물 PET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대부

분의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처리 회로와 알고

리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순수 자체기

술로 개발하여 2010년 1월에 1차 시작품 개발

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소동물용 PET/

CT와 유방전용 PET으로 확장하여 개발하고 있

다. 또한 3층, 4층 DOI PET 검출기를 개발하였

으며(IEEE TNS, 2008; 2010), 세계최고 수준의 

DOI 분해능을 갖는 단일수광 연속 DOI PET 검

출기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현재는 PET/MRI를 위한 G-APD PET 개

발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G-APD PET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9년 6월 미국핵의학

회에서 세계최초의 G-APD PET 영상을 발표하

여 하이라이트 세션에 소개되는 등 세계적인 

G-APD PET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배재대 이수진 교수와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컴프턴 카메라의 영상재구성 분야 역시 세

계적으로 앞서 있는 연구 분야로 인정받고 있

다.

아. 인지신경 연구

1994년 사이클로트론이 도입되고, 15O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1999년 이동수 교수와 그 당시 

박사과정의 이재성 교수가 시작했던 15O-H2O 

PET을 이용한 기억기능의 뇌 활성화 PET 실험

은 국내 최초 핵의학 분야의 뇌 기능 활성화 연

구였고, 인지신경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임상질환과 관련한 뇌 기능

매핑연구를 할 수 있는 인지신경팀의 구성은 

1999년 책임연구원으로 강은주가 자리하게 되

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강은주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심리학

박사를 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fMRI를 

이용한 기억연구로 Stanford University에서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를 하고 국내

로 들어왔고, 1999년 핵의학과에 참여하게 되

었다. 그 당시 국내 뇌 기능 영상분야는 그야말

로 걸음마 수준으로, 강은주 박사가 핵의학 분

야 뇌 기능 영상이 인지신경과학연구에 응용되

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연구는 간질환자의 기억기능을 매핑하기 

위한 시도였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마 활성

화를 위한 기억실험 파라다임을 구성하고, 간

질환자에서 인지신경검사를 통한 평가와 행동

연구를 바탕으로 15O-H2O PET을 이용하여 기

억의 부호화 동안의 뇌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합기억 부호화 파라다임은 뇌 기능 

활성화 PET이 특히 내측측두엽 간질환자의 기

억기능의 진단평가로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2001년 이동수 교수가 Nature에 수술 전 청각

DOI 분해능을 갖는 단일수광 연속 DOI PET 검

출기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현재는 PET/MRI를 위한 G-APD PET 개

발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G-APD PET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9년 6월 미국핵의학

회에서 세계최초의 G-APD PET 영상을 발표하

여 하이라이트 세션에 소개되는 등 세계적인 

G-APD PET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배재대 이수진 교수와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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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포도당 대사감소가 전농환자의 수술 후 

언어청각능력 회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

을 발표하면서 전농환자의 뇌 가소성을 규명하

는데 있어 18F-FDG PET이 중요한 도구임이 인

식되었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비인후과와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핵

의학교실 BK21 연구조교수로 강은주 교수가 

승진하면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전

농환자의 뇌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발

달에 따른 청각피질의 기능성 대사 연결성의 변

화, 나이에 따른 대사분포의 변화, 수술전 대

사 상태와 수술이후 언어청각능력과의 상관 뇌

영역 규명등의 연구를 잇따라 Neuroimage에 

발표하였다. 또한 시청각 정보의 통합적 처리 

및 독순(lipreading)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15O-H2O PET뿐만 아니라 fMRI를 통해서도 연

구하였다. 

2005년 서울대병원에 MEG 센터가 개소하면

서 인지신경팀은 MEG를 통한 연구에도 발을 

들여놓았고, 시공간 작업기억의 뇌 기능을 알

아보기위한 실험으로 현재는 컴퓨터 공학 전

공의 이혜경 박사의 조인으로 Nonnegative 

tensor factorization, classification 등의 다양한 

새로운 계산방법론(computational methods)

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석방법의 제안을 연구하

고 있다. 이에 더불어 수학통계 전공이면서 뇌 

연결성 모델링을 연구하고 있는 정무경 교수의 

도움으로 현재는 PET/SPECT, fMRI, MEG, MRI 

등의 다양한 영상방법론을 이용하여 뇌의 기능 

및 해부학적 연결성 규명에 힘쓰고 있고, 결국 

전농환자뿐 아니라 발달적 질환, 간질 등의 임

상적 질병의 예후 예측 및 분류를 위한 방법론

적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 중에 있다.

3) 주요 연구 과제 수행 실적

가. 연구과제 수행 역사 개괄

핵의학교실에서 그 동안 수행한 공공의 연구

비를 통한 연구는 핵의학 분야의 기초, 임상 등

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의 연구비

는 주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

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과제공모에 응모,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연구비

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학회에서 발표,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의 출원 

및 획득 등 가시적인 결과물과 함께, 국내외의 

핵의학 기반을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였으

며, 크게는 국가의 핵의학, 원자력 및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① 초기 국가연구비 수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설립 초기 외부 연구

비는 1959년 설립된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인 원

자력원(1967년 원자력청으로 개칭)을 통해 지

원 받았다. 1959년 이문호 교수는 『방사선 장

애의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50,000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

았고, 1960년에는『빈혈성 질환이 Fe59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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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자력원으로부터 50,000원의 연구비를 지

원받는 등 원자력 관련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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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800,000원이라는 당시로서는 큰 연구비

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당시 학장이던 나세진 교

수의 명의로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연구는 이

문호, 고창순 교수가 진행하였고, 연구비 사사

를 대한내과학회잡지에 1961년 명기하여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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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연구과제 체계가 정비된 상태에서 

최초의 국가연구비 수혜는 1984년 고창순 교

수가 총괄책임자,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을 주

관연구기관으로 하여『Hybridoma 기법에 의

한 소화기암 진단시약용 단일클론항체 개발』

과제와『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골밀도측정

기 개발』이라는 연구주제로 과학기술처(현 교

육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목적기초) 

연구비를 받은 과제이다. 이 연구는 1987년 과

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② 대규모 국가연구비 수혜(1987년)

1986년 말 이명철 교수가 미국연수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국가연구비의 수혜 필요성을 느

끼고, 고창순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홍규 교수

를 총괄책임자로 과학기술처의『방사성동위원

소를 이용한 노령자 및 각종 대사성 골질환에서 

골무기물 함량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기계의 개

발 및 임상응용』(1억5천만원/년)과 조보연 교

수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

지-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한 악성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1억5천만원/년)라는 연구주

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초의 대형 규모 국

가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비를 바탕으

로하여 교실 내 연구를 위한 실험실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교실 내 연구비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이 후의 과내의 모든 국가연구

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었다.  

③ 원전지역주민역학조사(1990년)

이후 1990년『원전 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

한 역학조사』라는 연구주제로 1986년대 우크

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9년 영광원전 

주변에서 원전 출입자의 무뇌아 유산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확대되는 분위기

에서 원전 운영 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과 인체와의 영향을 규명하는 대규모 역학조사

를 원전 종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연

구비를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원전 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서울대병원을 주

축으로 한일병원은 신체검사반을 담당하였다. 

각 지역 참여 대학병원과 함께 원전종사자 및 

1980년대 연구계획서 표지

1986년 말 이명철 교수가 미국연수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국가연구비의 수혜 필요성을 느

끼고, 고창순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홍규 교수

를 총괄책임자로 과학기술처의『방사성동위원

소를 이용한 노령자 및 각종 대사성 골질환에서 

골무기물 함량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기계의 개

발 및 임상응용』(1억5천만원/년)과 조보연 교

수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

지-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한 악성종양의 진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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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주민의 현장검진을 실시하고 이 시료와 자

료를 서울대병원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

였다. 원전역학조사단의 1단계(1992-1995) 최

종보고서를 1996년에 제출하였고, 2단계(1998-

2000년) 1차 보고서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전역학조사단에 의해 『원전 역학조사의 중

장기추진과 방사선 영향의 학술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제출되었으며, 이 두 단계

의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장기간에 진행된 대

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④ SRC와 ERC 장려센터

    (1990, 1994년)

1990년에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

단)의 과학연구센터(Science Research 

Center, SRC) 연구과제에 공모하여 ‘

방사성동위원소응용물질장려연구센

터’로 지정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 국

내의 핵의학관련 연구자의 대부분이 참여한 커

다란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참여하

였던 연구자는 후에 각 기관의 핵의학관련 핵심

인력이 되었으며, 참여연구기관으로 핵의학과

가 있는 거의 모든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약학

대학 등이 대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국

가출연연구소로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

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연구에 참

여하였다. 

이 연구과제는 이후 1994년 시작된 공학연구

센터(Engin eering Research Center, ERC)과제

1990년 원전지역주민 역학조사단 

1994년 특성연구센터 지원과제 신청서

1990년 원전지역주민 역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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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위원소응용물질개발연

구센터’로 이어졌으며, 서울

대, 한국원자력병원(현 한국원

자력의학원), KIST, 울산의대, 

삼성의료원, 한일병원 등이 참

여하여 운영되었다. 이를 통하

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물질의 

개발에 관한 SRC의 후속연구

를 진행하였다. 

⑤ 융합연구 활성화(1990, 

1992년) 

또한 1990년대 초반에 고창순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서울대학

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울산대학교 등의 참여로‘한

국과학기술원부설 의과학연구

센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와‘과학 연구 활성화 실천계

획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

여 의학과 과학의 융합연구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이 후 

교실 내의 핵의학 연구에 기초

과학 분야 출신의 연구자가 자

연스럽게 핵의학교실에 참여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핵의학 

저변확대 노력에 힘입어 1990

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 교수별

로 3~5 가지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국가연구

과제뿐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유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제수행이 현재 핵의학교

실의 연구체계를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이

러한 공공의 연구비를 수혜하여 진행된 연구과

제는 1980년대 연간 1~3개의 과제가 진행되었

던 것이, 1990년대 초 연간 10 여개로, 1990년

대 중반 이후 연간 20여개의 과제가 교실 내에

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본원뿐 아니라 분당, 

한국경제 2007년 10월 4일

과학 분야 출신의 연구자가 자

연스럽게 핵의학교실에 참여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핵의학 

저변확대 노력에 힘입어 1990

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 교수별

로 3~5 가지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국가연구

과제뿐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유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제수행이 현재 핵의학교

실의 연구체계를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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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병원을 포함하여 연간 50여개 주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과제수행역사 표 및 그

림 참조). 

나. 최근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① KIST2000(1995년)

1995년부터 시작된 KIST2000 과제에 이명철, 

정준기 교수가 ‘뇌혈류 평가용 방사화합물의 

정량분석 및 임상평가’라는 주제와 ‘혈류평가

용 방사화합물의 표지 및 생체분포 연구’라는 

주제로 참여하여 2년간 KIST의 조정혁 박사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핵과학을 포함

한 핵의학 분야가 국가연구정책 방향에 반영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

었다.  

②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사업(1999년)

1999년부터 6년간 과학기술부 지원(원자력연

구기반확충사업)으로 이동수 교수가 총괄책임

자를 맡아‘핵의학 영상 처리 기술 개발’이라

는 제목으로 수행하였으며, 인제대 최흥국, 성

균관대 최용, 배재대 이수진 교수가 세부 및 위

탁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SPECT/PET영상

의 물리적 인공물 보정, 생체 현상의 정량화, 영

상도해 및 용량분석 기법 등을 개발하였고, 추

적자 동역학 분석 및 응용도 향상 방법, 방출 및 

투과영상을 위한 통계학적 영상재구성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적 15O-H2O PET을 

이용한 국소 심근혈류 파라미터 영상기법 개발

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과

학재단의 2005년 대표적 우수연구성과 50선에 

선정되었다.

③ 서울시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

원사업(2005년)

2005년부터 ‘첨단의료영상기술 개발 혁신

클러스터’라는 제목으로 이동수 교수가 총괄

책임자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생체분자영상 신기술, 

의료영상 성능 개선/최적화 및 영상 유도 암치

료 기술, 고감도 감마선 및 광학 첨단 영상장치 

개발 및 산업화, 첨단 의료영상기술 산학연 협

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 의료 영상 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원을 사업 목표로 

하며 서울의대 핵의학교실, 가톨릭의대 의공학

교실, 중앙대 물리학과 및 7개 의료영상관련 기

업(새한산업, 삼영유니텍, 해동기기 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민, 김상은, 이재성 교수가 

부문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자영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동물 전용 PET/CT를 도입하

는 등 우리 과의 연구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④ 국가지정연구실(NRL; 2008년)

2008년 정재민 교수는‘흥분/억제성 조절성 

신경계의 신경가소성 평가 영상 기술 개발’이

라는 제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

구사업의 하나인 국가지정연구실에 선정되었

다. 최근 뇌 영상연구의 방향이 기존의 한 가지 

수용체나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방향에서 각 질

병이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수용체나 타겟을 동

시에 살펴 이들의 상호작용을 밝히려는 경향에 

발맞추어 뇌 신경계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극

복하기위하여 신경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변화하는지 PET용 방사성프로브를 이용, 영상

화하여 밝히고자하는 연구주제이다. 그동안 여

러 종류의 뇌영상용 방사성프로브를 개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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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성방법을 확립한 경험, 뇌영상을 평가하

여 섭취율, 친화도 등을 평가한 영상평가 기법, 

이러한 방사성프로브의 임상적용 경험 등을 활

용하여 현재 본원의 정재민, 이재성, 이윤상 교

수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유경 교수, 보라매병원

의 이호영 교수 등이 협력하여 각종 동물모델에

서 microPET 영상,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PET 영상 등을 획득하여 신경가소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역대 과제수행 건수

역대 과제 수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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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연구센터 육성사업(DRC; 2008년)

2008년 원자력연구원과 서울대학교는 방사

선응용기술의 선진화, 고도화 및 의료 산업 현

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방사선융합기술 협

동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컨소시엄 구성(Joint 

research program)을 합의하였으며, 기초기술

연구회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

연구소 내에 공동연구센터(Degree & Research 

Center: DRC)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상은 교수가 협동연구 책임자를 맡고, 이재성, 

이윤상, 이호영 교수가 참여하여 공동연구센터

를 매개로 하여 RI 활용 질병진단치료기술 및 

나노분자영상학, 동식물 융합방사선분자영상

기술 연구, 방사선융합화학, 방사선융합생물학 

등으로 대표되는 방사선융합의과학 분야의 공

동연구를 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와 수행하고 있다.

⑥  미래기반기술 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

천기술개발 (2009년)

2009년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이윤

식, 정대홍 교수 연구진과 이동수, 강건욱 교수

가 협력하여 ‘SERS 나노입자를 이용한 다중복

합 생체 라만분광영상법 및 진단기술 개발’ 과

제를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이 과제사업은 그

간 급성장해온 첨단과학기술과 유망 산업분야

인 의학이 융합하여 미래성장기반이 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며, M.D.와 Ph.D.가 융합하여 과제

를 개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동수 교

수는 이윤식 교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나

노 의학물질과 라만분광영상법이 의료에 획기

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이를 연

구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연간 375백만원으

로 2009년 9월부터 시작하여 총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⑦ 질병중심 중개연구(2009년)

2009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김상은 교수

가 주관연구책임자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

의료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알츠하이머병

의 신경병리 및 신경화학 영상기술 개발과 임

상 적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과제가 채택되었

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각종 신경병리현상을 

영상화할 수 있는 각각의 방사성프로브를 개발

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자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의 박원철 교수를 영입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영상에 작은 분자의 PET용 방사성프로브뿐 아

니라 나노입자를 이용한 영상을 얻으려는 연구

를 진행 중이다. 또한 본원의 우종인 교수가 임

상적용연구에 같이 참여하여 알츠하이머성 치

매 환자에서 치료약물에 대한 치료효과를 분당

서울대병원 이병철 박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PET용 방사성프로브를 이용하여 검증해 내고

자 한다.

4) 학술 활동

가. 논문 및 초록 발표

1960년 개설된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

원 동위원소진료실은 많은 연구와 논문의 산

실이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방사성동위원

소를 의학적으로 이용한 이래 발표된 첫 연구

논문은 1961년 대한내과학회지(4(3);29)에 발

표된 것으로 이문호, 강수상, 고창순 등 10인

가. 논문 및 초록 발표

1960년 개설된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

원 동위원소진료실은 많은 연구와 논문의 산

실이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방사성동위원

소를 의학적으로 이용한 이래 발표된 첫 연구

논문은 1961년 대한내과학회지(4(3);29)에 발

표된 것으로 이문호, 강수상, 고창순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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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放射性同位元素沃素(I131)를 使用한 甲

狀腺腫의 硏究”였다. 이후 1965년까지 이문

호 교수의 지도와 고창순 당시 전공의의 주도

로 연간 3~6편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창순 교수는 방사선의학연구소 

재직 시절 일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에 10개

월간 방문연구하였고 이 때의 연구를 J Nucl 

Med에 “An approach to developing adrenal 

gland scanning” (Nagai T, Solis BA, Koh CS. 

1968;9:576)라는 논문으로 게재하여 국내 핵의

학자의 첫 국제 논문으로 기록되었다. 1969년 

고창순 교수가 서울대학교동위원소 진료실로 

옮기면서부터 본격적인 논문 발표가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고창순 교수와 함께 동원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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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되면서 연간 6~10편의 논문이 꾸준히 발

표되었다. 1971년 고창순 교수는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핵의학회(미국핵의학회 중 열림)에 

참석하여‘Renogram in Korean hemorrhagic 

fever patients’를 주제로 처음으로 국제 학회 

발표를 하였다. 이후 미국핵의학회에서는 1989

년 정준기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11In  

표지 anti-myosin antibody에 관한 동물실험 연

구로 연제 구연발표를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조보연(1979년), 이명철

(1981년), 정준기(1985년) 등 교수진의 보강

과 전임의 제도 시행(1983년), 우수 전공의 확

보 등으로 인적 자원이 늘어나면서 연구논문

이 크게 늘어났다.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미 연 

10~17건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980년대 후반

에는 매년 20~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논문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 1989년

에는 조보연 교수의 논문 “HLA and Grave’s 

disease in Korea”가 처음으로 SCI 학술지인 

Tissue Antigen (1987;30:1191)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질적, 양적으로 연구

성과가 향상되는 여러 계기들이 마련되었다. 

임상, 방사화학, 물리 등 핵의학 각 측면에서 

이동수(1990년), 정재민(1994년), 곽철은(1994

년) 교수와 같이 젊은 교수들이 충원되었고, 

1996년부터는 김석기를 필두로 핵의학 전공의

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재성과 같은 우수한 

학생들도 합류하였다. 한편 정준기 교수의 연

수(미국 NIH; 1988~1989)와 이동수 교수의 연

수(미국 워싱턴대학; 1993~1994)로 새로운 연

구 분야가 열렸다. 또한 장비 측면에서도 1993

년 이중/삼중헤드 SPECT 카메라, 1994년 PET 

및 사이클로트론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

한 성과로 1980년대에는 통틀어 2편 발표되었

던 SCI 등재학술지 논문이 1990년대에는 68편

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논문 수도 매년 20편 전

후를 기록하다가, 1999년에 32편에 이어 2000

년에는 40편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정준기 교수는 핵의학 주요 학술지

인 J Nucl Med에 교실 처음으로 『Clinical 

immunoscintigraphy of ovarian carcinoma 

using iodine-131-labeled 145-9 monoclonal 

antibody』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으며(1993;34: 

1651), 김석기와 천기정은 핵의학 전공의 최

초의 해외 논문을 비슷한 시기에 게재하였

으며(Clin Positron Imaging 1999;2:273 및 

1999;2:197), 이재성은 우리 교실에서 처음으로 

IEEE 논문 중에 가장 피인용회수가 높은 IEEE 

Trans Med Imaging (2000;19:347)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논문상을 수상

한 수준 높은 논문도 여럿 발표되었는데 FDG 

PET과 131I 스캔 간의 역 상관관계를 밝힌 정준

기 교수의 J Nucl Med 논문(1999;40:986)과 심

근 줄기세포 영상을 위한 NIS 유전자 형질전

환 마우스를 개발, 보고한 강주현, 이동수 교수

의 J Nucl Med 논문(2005;46:479)은 각각 미국

핵의학회지의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국내 연구

로 미국핵의학회(SNM)에 발표한 초록은 1990

년대에 들어서야 처음 나타났으나 그 이후 급

격히 증가하였다. 1995년 SNM 발표 연제는 3

개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26개에 이르렀다.

2000년대는 논문 및 초록 발표 등 연구성과

가 만개한 시기였다. 매년 40~50편 이상의 논

문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에는 56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활발히 개척하고 인적 자원을 충

원한 것이 주효하였으며, 2004년 개원한 분당

로 미국핵의학회(SNM)에 발표한 초록은 1990

년대에 들어서야 처음 나타났으나 그 이후 급

격히 증가하였다. 1995년 SNM 발표 연제는 3

개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26개에 이르렀다.

2000년대는 논문 및 초록 발표 등 연구성과

가 만개한 시기였다. 매년 40~50편 이상의 논

문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에는 56편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활발히 개척하고 인적 자원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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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또한 큰 역할을 하였다. 핵의학물리 분

야의 이재성(2005~) 교수, 분자영상학 분야의 

강주현(2001~2006), 김순학(2006~2009), 윤혜

원(2008~), 황도원(2010~) 교수, 방사화학 분

야의 이윤상(2008~) 교수, 인지정신과학 분야

의 김재진(2000~2002), 강은주(2003~2005) 교

수 등 다양한 연구교수진이 연구를 이끌었고, 

우수한 전공의와 학생들이 충원되어 주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많은 연구성과를 내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괄목할만한 연구업적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이동수 교수는 2001년

『Deafness: Cross-Modal Plasticity and Cochlear 

Implants』라는 논문을 서울의대 자체 연구로는 

최초로 Nature에 게재하였다(2001;409:149). 또

한 정준기 교수의 『Sodium iodide symporter: 

Its role in nuclear medicine』이라는 J Nucl 

Med 종설논문(2002;43:1188)은 교실 내 최다

인용회수(2010년 3월 현재 93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수진 박사의 논문 『Multiple linear 

analysis methods for the quantification of 

irreversibly binding radiotracers』은 J Cereb 

Blood Flow Metab(2008;28:1965) 표지논문으

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의 

연구 업적도 질과 양 측면에서 향상되어, 전공

의 최초로 팽진철이 주요 학술지인 J Nucl Med

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2001;42:695), 이후 이

호영, 이종진 등 전공의들이 주요 SCI 학술지

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SNM 초록 발표도 2000

년대에 활발해져 연 30편 가량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52편에 이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꾸준히 향상되어 매년 많은 발표가 각 분야 하

이라이트 세션에서 그 해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나. 학술지 관련 활동

서울대학교 핵의학 교수 및 동문들은 대한핵

의학회지 등 국내 학술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주

요 국제 학술지에서 편집위원 및 편집자로 활동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학술지에 관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 Journal of Nuclear Medicine

 :   이명철(1999~; 부편집자 역임), 정준기(1997~), 

이동수(2003~; 부편집자 역임) 교수

◆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  이명철(1998~), 정준기(1998~), 이동수(2001~) 

교수, 문대혁(2003~) 동문

◆  Moleculr Imaging, Human Gene Therapy : 

정준기(2005~) 교수

◆ Nuclear Medicine and Biology

  : 정재민(2009~) 교수

◆ Annals of Nuclear Medicine

 : 이명철(2008~), 정준기(2005~) 교수

◆ World Journal of Nuclear Medicine

 :  이명철(2002~; 편집위원장 역임), 정준기

(2001~; 아시아편집장 역임) 교수

◆ Radiation Medicine

 : 이명철(1998~2008) 교수

다. 저술 활동

서울대학교 핵의학 교수 및 동문들은 학문적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교과서 등 각종 저술 작

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함께 하여 많은 성

과를 내었다.

◆ 臨床核醫學

 : 이문호 저, 여문각, 1982

의 최초로 팽진철이 주요 학술지인 J Nucl Med

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2001;42:695), 이후 이

호영, 이종진 등 전공의들이 주요 SCI 학술지

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SNM 초록 발표도 2000

년대에 활발해져 연 30편 가량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는 52편에 이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꾸준히 향상되어 매년 많은 발표가 각 분야 하

이라이트 세션에서 그 해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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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핵의학 검사 기술학

 :  서일택 저, 고창순 감수, 고려의학, 1987

◆ Progress in thyroidology

 : 고창순 저, 고려의학, 1989

◆ 환자를 위한 갑상선

 : 고창순 저, 고려의학, 1990

◆ 핵의학

 : 고창순 편저, 고려의학, 1992

◆ 갑상선백과

 : 고창순 공저, 서음출판사, 1996

◆ 핵의학 제2판

 :  고창순 편저, 교실동문 공저, 고려의학, 

1997

◆ Nuclear Imaging of the Chest

 :  박용휘, 김의신, Isawa T 편저, 이동수 공

저, Springer, 1998

◆ 암연구기법

 : 정준기 저, 의학문화사, 2000

◆ 심장핵의학

 :  이명철, 정준기 편저, 교실동문 공저, 고려

의학, 2002

◆ Brain Imaging Using PET

 :  Senda M, Kimura Y, Herscovitch 편저, 

강건욱, 이재성, 이동수, 이명철 공저, 

Academic Press, 2002

◆ 진단방사선학

 : 한만청 편저, 정준기 공저, 일조각, 2003

◆  Molecular Nuclear Medicine: The 

Challenge of Genomics and Proteomics to 

Clincial Practice

 :  Feinendegen LE, Shreeve WW, Eckelman 

WC, 박용휘 편저, 정준기 공저, Springer, 

2003

◆ Clinical PE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  김의신, 이명철, Inoue T, Wong WH 편

저, 정준기, 김병태, 이동수, 김상은, 이경

한, 김성은, 팽진철, 이호영 공저, Springer, 

2004

◆  Sectional Anatomy: PET/CT and SPECT/

CT

 :  김의신, Mar MV, Inoue T, 정준기 편저, 

Springer, 2008 

◆ 고창순 핵의학 제3판

 :  정준기, 이명철 편저, 교실동문 공저, 고려

의학, 2008

◆ 핵의학 길잡이

 :  서울대학교의과대학핵의학교실, 핵의학교

육연구회 편저, 고려의학, 2009

◆ 순환기학

 :  최윤식, 이영우 편저, 이동수, 팽진철 공저, 

일조각, 2010

◆ Moyamoya Disease Update

 :  조병규 편저, 이동수, 팽진철 공저, 

Springer, 2010

◆ Electronic Circuits for Radiation Detection

 :  Iniewski K 편저, 이재성, 홍성종 공저, 

CRC Press LLC, 2010

◆ 영상의학회 물리학교과서

 :  영상의학회 편저, 이재성 공저, 일조각, 

2010

◆ PET-CT Beyond FDG 

 :  Fanti S, Farsad M, Mansi L 편저, 강건욱, 

정재민 공저, Springer, 2010

◆ 영상의학 제3판

 : 한만청 편저, 강건욱 공저, 일조각, 2010

◆ 영상의학회 물리학교과서

 :  영상의학회 편저, 이재성 공저, 일조각, 

◆ PET-CT Beyond FDG 

 :  Fanti S, Farsad M, Mansi L 편저, 강건욱, 

정재민 공저, Springer, 2010

 : 한만청 편저, 강건욱 공저, 일조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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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

1) 국내협력 활동

가. 대한핵의학회

서울대학교는 대한핵의학회의 창립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의

학적 이용을 계속 발전시킬 학문적 토대가 필

요함을 절감하여 1961년 11월에 뜻있는 이들이 

대한핵의학회를 설립할 것을 발기하였을 때 이

문호 교수를 비롯한 이장규, 민병석, 고창순 등 

동문들이 주축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43명의 동호

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을 채택함으로써 대한핵의학회가 정식으로 출

범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이문호 교수가 선출

되어 초창기 대한핵의학회를 이끌었다.

1975년까지 학회를 이끌었던 초대 회장 이

문호 교수가 1976년 학회 조직이 개편되면

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고창순 교수

가 제1대(1976~1985) 대한핵의학회 이사장

으로, 이장규 교수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

어 학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 후 여러 교

수 및 동문들이 학회를 이끌었는데, 고창순 교

수가 8대 회장(1989~1990), 김목현 동문이 11

대 회장(1994~1996), 홍성운 동문이 16대 회

장(2004~2006)을 맡았고, 이사장으로는 노

흥규 동문이 제4대(1990~1992), 이명철 교수

가 제5대(1993~1996)로, 정준기 교수가 제7대

(1999~2002), 그리고 김병태 동문이 제8대 이

사장(2002~2005)으로 학회를 위해 활동하였

다. 2006년 이사장직을 없애고 회장 단일 체제

로 변경한 뒤 이명철 교수가 2006년부터 2007

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동수 교수가 

제20대 대한핵의학회장으로 선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교수와 동문들이 학회 이사 등의 

보직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였다. 

(1) 대한핵의학회 내 학술활동

학회 창립 1년 후인 1962년 11월에 제1차 대

한핵의학회 학술집담회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강습회라는 명칭으로 학술대회가 

시작된 후 초창기 대한핵의학회의 학술대회는 

주로 서울의대 내과의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연

제 발표 등 활동에 있어서 동문들의 활동이 두

드러졌다. 1966년부터는 정식으로 학술대회와 

핵의학집담회가 분리되어, 3월에 제1차 핵의학

집담회를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하였는

데, 이때 이문호 교수가 동남아 각국의 핵의학 

동태에 대해서 연제발표를 하였다. 이후 핵의

학집담회와 연례학회 등에서도 서울대학교 핵

의학의 선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다.

(2) 대한핵의학회지

1967년 3월 1일에 대한핵의학회의 공식 학

술잡지인 『대한핵의학회잡지』 제1권 제1호

가 창간되었다. 회장인 이문호 교수의 창간사

를 첫 페이지에 실었고, 국제원자력기구 부회

장 Vettor와 Johns Hopkins 의학연구소 부교수

였던 Wagner가 축사를 기고하였다. 창간호 이

후 매년 2회씩 대한핵의학회지를 발간하였다. 

1967년 11월 10일에 학회지 제1권 제2호가 부

수를 늘려 500부 출간되었고 핵의학회지를 중

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계속되었다. 1985

년에 대한핵의학회지를 연 4회로 늘려 발행하

였으며, 2009년까지 질적 양적 향상을 거듭해

오던 중 학회지의 SCI에 등재를 목표로 2010

년부터 영문으로 전환, Springer에서 Nuclear 

장 Vettor와 Johns Hopkins 의학연구소 부교수

였던 Wagner가 축사를 기고하였다. 창간호 이

후 매년 2회씩 대한핵의학회지를 발간하였다. 

1967년 11월 10일에 학회지 제1권 제2호가 부

수를 늘려 500부 출간되었고 핵의학회지를 중

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계속되었다. 1985

년에 대한핵의학회지를 연 4회로 늘려 발행하

였으며, 2009년까지 질적 양적 향상을 거듭해

오던 중 학회지의 SCI에 등재를 목표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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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이라는 이름

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회 간행

이사 정재민 교수가 크게 공헌하였고 전환 후 

첫 편집위원장으로 정준기 교수가 위촉되었다. 

(3) 외부정도관리의 시행

체외 핵의학 검사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

인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정도관리업무

를 정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 핵의학과

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1차 연도는 1989년 9월부터 1990년 8월까

지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를 검사하였고, 제2차 연도는 1991년 

1월부터 12월까지 37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

인 T3, T4, TSH를 검사하였다. 제3차 연도에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51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와 AFP, HCG를 

검사하였고, 제4차 연도에는 1993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3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와 AFP, CEA, Free T4, c-Peptide, 

IgE, Ferritin, Prolactin의 

검사에 참가하였다. 제5

차 연도는 1994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 53개 기관

이 참가하였으며 1995년 4

월부터는 1997년 3월까지

는 70개 기관이 참가하였

다. 1998년 4월부터 분기

별(3개월) 1회 검사를 하

였고 검사종목은 30종을 

계속 시행하여 2001년 제

13차 연도에는 72개 기관

이 참여하였다. 2004년 제16차 

연도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하

였고 2009년 제21차 연도에는 

70개 기관이, 2010년 제22차 연도에는 검사종

목은 30종, 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1976년 12월 5일 동위

원소진료실에 근무하는 서울의대부속병원, 고

려병원, 원자력병원의 직원 7명이 모여 기술학

회의 발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12

월 18일 18명이 참석한 송년회장(필동성심병

원)에서 정식으로 거론하고 발기인 모임을 가

짐으로써 설립되었다. 1977년 1월 5일 원자력

병원 동위원소실에서 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고 학회 명칭을 “대한핵의학기술학회”라 

정하고 정관 및 회장단(임원)을 선출하였다. 회

장 곽종칠(필동성심병원)과 더불어 재무 담당

에 서일택이 선출되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서일택 기사장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제9

대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었고 이후에도 많은 보

건직 직원 및 동문이 학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당시 고창순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

지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를 검사하였고, 제2차 연도는 1991년 

1월부터 12월까지 37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

인 T3, T4, TSH를 검사하였다. 제3차 연도에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51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와 AFP, HCG를 

검사하였고, 제4차 연도에는 1993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3개 기관이 갑상선호르몬인 

T3, T4, TSH와 AFP, CEA, Free T4, c-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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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다. 연관 학회 활동

 

(1)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

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뜻을 함께 하

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1987년 9월 25일 창립된 학회이다. 고창순 교

수가 대한의료정보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되

어 학회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제9차 세계의

료정보학술대회 조직위원장

(1995~1998)으로서 학술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이

바지 하였다. 고창순 교수는 

현재 명예회장으로 대한의료

정보학회를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 

(2)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

선방어에 관한 제반 연구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술의 국

제교류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1975년 창립총회를 열

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창

순 교수가 창립의 주역으로 

제1, 2대 부회장(1975~1979)

을 역임하였고, 한만청 교수

가 제8대 회장(1990~1991), 

이명철 교수가 제16대 회장

(2006~2007)으로 학회를 이

끌었다. 현재 김종순 동문이 

부회장, 김상은 교수가 기획

이사, 범희승 동문이 이사로 활동하며 공헌하

고 있다. 

(3)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의학, 생물학에 대한 

공학적인 방법과 공학에 대한 의학, 생물학적 

지식의 응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지

식의 교류, 사회에 대한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1979년 창

립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창순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직원의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임원 참여

           연도          임원 역할

초 대   1977 - 1978   서일택 재무담당

제 2-3대   1979 - 1982   서일택 총무담당

제 4대   1983 - 1984   서일택 총무부장, 조규진 재무부장  

제 5대   1985 - 1986   서일택 감사, 조규진 재무부장

제 6-7대   1987 - 1990   진광호 재무이사, 서일택 자문위원

제 8대   1991 - 1992   서일택 차기회장, 진광호 이사장 

제 9대   1993 - 1995   서일택 회장

제11대   1999 - 2001   조규진 차기회장, 이인원 총무이사

  조만익 학술이사, 김현주 정도관리이사  

제12대   2002 - 2004   조규진 회장, 이인원 총무이사

  조만익 학술이사, 노경운 정도관리이사

제13대   2005 - 2007   노경운 총무이사, 우재룡 대외협력이사

제14대   2008 - 2009   노경운 검사분과회장, 

  김진의 보험이사, 김태훈 정도관리이사

  장현영 보험이사

제15대   2010 - 2012   노경운 검사분과회장, 김진의 학술이사

  이홍재 보험이사, 김태훈 정도관리이사 

  장현영 보험이사

이사, 범희승 동문이 이사로 활동하며 공헌하

(3)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의학, 생물학에 대한 

공학적인 방법과 공학에 대한 의학, 생물학적 

지식의 응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지

식의 교류, 사회에 대한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1979년 창

립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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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제5대 회장(1985~1987)을 맡았고, 고창

순 교수의 제안으로 보건복지부 G7 선도기술

의료공학사업이 1996년 시행되어 이명철 교수

가 기획 및 총괄책임자를 맡았다. 이명철 교수

는 제12대 회장(1997~1999)으로 학회를 이끌

면서 1998~1999년 제4차 아태의공학회 조직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이재성 교수

가 편집이사로 학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4) 대한뇌기능매핑학회

2002년 뇌기능 매핑 연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모여 창립되었다. 첨단 과학 기술

의 발전에 따라 뇌기능 매핑을 위한 획기적인 

영상 도구들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이

러한 첨단 기법들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정상

적 뇌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

리고 뇌기능 이상과 관련된 수많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활성화 및 그에 따른 공학적 기

반 기술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 상호간의 

정보 교류등의 필요성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

명철 교수(고문 및 1기 회장), 이동수 교수(현

재 기획 이사, 1기 국제이사, 3기 교육이사) 등

이 임원진으로 참여하였다.

(5) 대한분자영상의학회

2002년 12월 10일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자 수준의 변화 등을 영상으로 분석, 평가함

으로써 질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분자유전자 수준의 치료에 이용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고창순(고문), 

정준기(명예회장), 강건욱(총무이사) 교수 등

이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질환의 급격한 증가를 배경으로, 병의 

특성상 핵의학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상

호 협조적인 진료와 연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런 필요에 부응하고자 2008년 2월 16일 창립

되었다. 2008년 정준기 교수가 초대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7) 한국노화학회

고령화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의 노화연

구 촉진과 노화 인식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국

노화학회는 1989년 11월 창립총회 및 제 1회 학

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창

순 교수가 한국노화학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

되어 2년 동안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었으며 

현재 학회 고문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한국노화학회는 노인과

학연합회를 주도하여 2012년 세계대회를 유치

하기도 하였다.

(8) 신경핵의학연구회

2000년 4월 27일 발기인 대표 이희경 교수 외 

28명을 주축으로 발기하였으며 2000년 11월 17

일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에서 학회 산하 연구

회로 공식 승인 받았다. 김상은 교수 등이 참여

하고 있다. 

(9) 심장핵의학연구회, 심혈관영상연구회

2002년 6월 28일 심장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

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심장핵의학 연구

회가 창립하였다. 심장핵의학 연구회는 방대하

면서 미세한 심장 핵의학 분야의 원활한 연구

와 분자핵의학 발전에 따른 올바른 진단과 치

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후 영상의학과와 공동

(5) 대한분자영상의학회

2002년 12월 10일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자 수준의 변화 등을 영상으로 분석, 평가함

으로써 질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분자유전자 수준의 치료에 이용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고창순(고문), 

정준기(명예회장), 강건욱(총무이사) 교수 등

이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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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혈관영상연구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정

준기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10) 핵의학 영상 및 기기 연구회

2005년 1월 창립 준비 모임 발족 이후 2005

년 추계 핵의학회에서 연구회 승인이 통과하였

다. 2006년 2월 27일 발기인 대회를 가져 핵의

학 물리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산학연 협력을 활

성화 하고 핵의학 및 의학 물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정준기 교

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강건욱, 이재성(총무

이사) 교수와 김경민(간행이사), 이병일(재무

이사) 동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11) 방사성의약품화학 연구회

2010년 2월 창립 준비 모임과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실시하였고 3월에 핵의학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방사성의약품의 개발과 관련된 화

학연구와 교육 및 산업화를 활성화하고 회원들

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재민 교수가 

총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12) IEEE NPSS Seoul Chapter

국내 핵/방사선과학 및 의료영상 분야의 발

전과 연구 분야의 빠른 발전에 따라 핵물리, 

핵공학 및 의료영상 분야의 IEEE 회원들을 중

심으로 2009년 7월 3일 NPSS (Nuclear and 

Plasma Sciences Society)의 Seoul Chapter를 

창설하고, 방사선 검출 및 영상과 관련한 다학

제간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핵의학 영상 

및 기기 연구회와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NPSS의 가장 큰 학회인 IEEE NSS/

MIC (Nuclear Science Symposium & Medical 

Imaging Conference) 학회를 2013년 서울에 

유치. 이재성 교수가 초대 총무 및 2013 IEEE 

NSS/MIC 학회의 MIC Chair로 활동하고 있다.

라. 유관 기관/단체 활동

(1)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동위원소협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조

성, 안전증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1985년 4월 20일 한

국평생교육기구의 회의실에서‘사단법인 한국

방사성동위원소협회’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

임을 가졌고, 고창순 교수를 포함한 6인이 창

립총회를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준비를 위임

받았다. 그 뒤 5월 30일 창립총회에서 고창순 

교수가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 

3, 4, 5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협회를 위해 공헌

하였다. 1991년부터는 이명철 교수가 협회 이

사와 부회장으로서, 이어 정준기 교수가 부회

장으로서 협회에 기여하였다. 한국방사성동위

원소협회는 2008년 4월 28일 민법 상의 사단법

인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법』에 의한 한국동위원소협회로 변경되어 재창

립하였으며, 2010년 3월 3일부터는 이명철 교

수가 새로운 협회의 제2대 회장으로서 협회를 

이끌고 있다. 

(2) 방사선의학연구소(현 원자력의학원)

1960년대 방사선의학 연구가 점차 다양해지

면서 더욱 효율적인 연구와 이용을 위해 중심기

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원은 1962

년 11월 26일자로 원자력연구소 안에 방사선의

학연구실을 설치했고,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분장시켰다. 이것이 모

체가 되어 다음해 12월 17일 방사선의학연구

소로 승격하여 원자력원 직속기구로 독립하게 

(2) 방사선의학연구소(현 원자력의학원)

1960년대 방사선의학 연구가 점차 다양해지

면서 더욱 효율적인 연구와 이용을 위해 중심기

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원은 1962

년 11월 26일자로 원자력연구소 안에 방사선의

학연구실을 설치했고,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분장시켰다. 이것이 모

체가 되어 다음해 12월 17일 방사선의학연구

소로 승격하여 원자력원 직속기구로 독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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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창순 교수가 1964년부터 1969년까

지 동위원소연구실장으로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서 근무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 동위원소진료

실 구성원이었던 이장규 교수가 1969년 2월 15

일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자력병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의학원으로 승격되었다.

원자력병원 및 원자력의학원에는 홍성운(부

원장), 임상무(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최창운

(병원장), 천기정, 김성은, 김병일 동문 등이 근

무하며 한국 핵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

고, 김종순 동문이 초대원자력의학원장을 역임

하였다. 원자력병원 시기에는 고창순 교수, 이

명철 교수, 홍성운 동문 등이 이사직을 맡았고,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이명철 교수가 이사를 맡

고 있다.

(3) 한국PET협의회

2002년 2월 11일 한국PET협의회(Korean 

PET Association)가 서울 소피텔앰베서더 호텔

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부부처 인사 및 산·학·

연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하

였다. 한국PET협의회는 PET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명철 교수의 주도 하에 결성되었으며 초

대회장으로 정준기 교수, 기획심의위원회 위원

장으로 이명철 교수를 선임하였다.

PET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활동을 펼

치며 광역시별로 사이클로트론센터를 설립, 지

방 병원들도 PE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

방의 암환자, 심근질환자들이 PET 진찰을 받

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

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다. 협

회의 활동에 힘입어 각 권역별로 사이클로트론

센터가 개설되었고 PET 보급의 확대로 이어졌

다. 2008년 이동수 교수가 제2대 회장으로 선

임되어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진료행위 확대

와 PET의 전국정도관리업무 확립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4) 원자력응용의학진흥협회

‘원자력응용의학진흥협회’는 세계핵의학회

의 운영 및 개최를 위한 법적 기구로서, 원자

력응용의학 연구와 그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

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족되어 2003년 10월 

14일 사단법인으로 과학기술부의 허가를 얻

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단체로 거듭났다. 이

명철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정준

기 교수가 총무이사, 서일택이 사무국장에 선

임되었다.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핵의학

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비롯 국제원자력응용

의학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대외협력, 

조사, 학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교류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원

자력응용의학의 국제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과 국제원자력응용의학 이

용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원자력응용의학의 이용과 관련

된 국내외 제 기관과의 상호 기술협력과 학술진

흥 교류활동에 관련된 출판업무 등을 진행해 왔

다. 세계학회 개최 후에는 주로 리더십 교육, 핵

의학 포럼 운영, 국내외 핵의학진흥사업을 주

로 하며, 2009년 11월 김종순 동문(당시 원자력

의학원장)이 회장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5) 원자력의학포럼

‘원자력의학포럼’은 국내 원자력의학기술

의 발전을 위해 2008년 4월 23일 장충동 소재 

소피텔앰베서더 호텔에서 발족되었다. 원자력

대회장으로 정준기 교수, 기획심의위원회 위원

장으로 이명철 교수를 선임하였다.

PET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활동을 펼

치며 광역시별로 사이클로트론센터를 설립, 지

방 병원들도 PE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

방의 암환자, 심근질환자들이 PET 진찰을 받

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

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다. 협

회의 활동에 힘입어 각 권역별로 사이클로트론

센터가 개설되었고 PET 보급의 확대로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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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포럼 발기인 대표로 이명철 교수가 중심적

인 역할을 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지원으로 

발족되었다. 산학연 관계자 30여명이 운영위원

으로 참여하는 원자력의학포럼은 △원자력의

학 진흥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발굴 △고급정

보 교류 △대국민 관심 촉구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고 특히 양성자치

료기나 국내 도입이 검토 중인 중입자치료기 등 

첨단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종양 치료와 뇌

과학 연구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여 왔다. 2010년 정준기 교수가 제2대 회장으

로 선출되어 협회를 이끌고 있다. 

(6)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는 1966년 의학협회에서 당시 34

개 분과학회를 통괄할 기구로서 시작되었다. 

이문호 교수가 기획이사(1969~1971), 부회장

(1971~1972) 및 회장(1972~1994), 고창순 교

수가 이사(1991~1994) 및 고문(2006~현재), 

이명철 교수가 임상의학이사(1997~2000), 이

동수 교수가 보험이사(2006~현재) 그리고 이

정상 동문이 기획조정이사 및 기획조정위원장

(1997~1998)으로서 의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며 공헌하였다. 

(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한국 과학기술진흥

과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 평가 및 자문에 대

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4년 11

월 22일 창립되었다. 이문호(작고회원), 고창순

(의약학부 원로회원 1996, 이사, 이사장 2004), 

이명철(의약학부 정회원 2002~현 의약부장), 

이동수(의약부 정회원 2006~) 교수와 한만청

(의약학부 원로회원), 이정상(의약학부 정회원 

1994~, 감사 2005), 이홍규(의약학부 정회원 

1995~), 이재성(의약학부 준회원 2009~) 교

수가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8)  대한의학한림원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  

2004년 출범한 대한의학한림원은 의학, 치의

학, 약학, 영약학,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 전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단체로, 의학

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선진화를 선도하며 의

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고창순(분회 4), 이명철(분회 6), 정

준기(분회 6) 교수와 한만청(분회 6), 이홍규(분

회 4), 김병국(분회 4) 교수, 동원회 동문인 김

명재(분회 4)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국제협력 활동

가. 핵의학 학술활동

서울대학교 핵의학의 국제적 핵의학 관련 학

술활동은 1984년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를 계

기로 본격화되어 현재는 세계 선도적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미국핵의학회(Society of Nuclear Medicine; 

SNM)는 국제적 핵의학 학술활동의 가장 중

요한 무대 가운데 하나였다. SNM 연례학회에

는 서울대학교에서 1988년 정준기 교수가 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처음으로 구연 발표

하였다. 연제 발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 2001년에는 연제 발표 수

에서 4위 국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질적인 면

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져 정준기 교수

는 1999년 『Value of FDG PET in papillary 

미국핵의학회(Society of Nuclear Medicine; 

SNM)는 국제적 핵의학 학술활동의 가장 중

요한 무대 가운데 하나였다. SNM 연례학회에

는 서울대학교에서 1988년 정준기 교수가 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처음으로 구연 발표

하였다. 연제 발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 2001년에는 연제 발표 수

에서 4위 국가가 되기에 이르렀다. 질적인 면

에서도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져 정준기 교수

는 1999년 『Value of FDG PET in pap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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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roid carcinoma with negative 131I whole-

body scan(J Nucl Med 1999;40:986)』논문으

로 Outstanding Clinical Investigation 상을 수

상하기도 하였다. 미국핵의학회지(JNM)에는 

이명철 교수(1999년~), 정준기 교수(1997년~), 

이동수 교수(2002년~) 등이 편집위원회에 참여

하고 있다.

유럽핵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Nuclear Medicine; EANM) 역시 중요한 학술

활동 공간으로 매년 꾸준히 연례대회에 참가하

고 있다. 유럽핵의학회지(EJNMMI)에는 이명

철 교수(1998년~), 정준기 교수(1998년~), 이

동수 교수(2003년~)와 문대혁 동문(2003년~) 

등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핵의학회(WFNMB; World Federation 

of Nuclear Medicine and Biology)는 이문호 

교수가 참여하여 1974년 도쿄와 교토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2002~2006년까지 이

명철 교수가 회장으로서 서울에서 2006년 제

9차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명철 교

수(2002~, 편집위원장 역

임)와 정준기 교수(2001~, 

아시아편집장 역임) 등이 

World J Nucl Med에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학회에서 단

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

더십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이 Korea Night였다. 

이는 우리나라 핵의학회의 

주요 인사들이 학회에 참석

한 국제 학회의 주요 인사

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며 

교류하는 행사로, 이명철 교수의 

제안으로 1996년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에서 처음으로 그 행사를 가졌다. 당

시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결정하고 추진하던 우

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행사가 인적 교류를 확대

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였고, 이후 미국핵의학

회, 유럽핵의학회,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 등

의 국제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Korea Night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핵의학회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미 한인 핵의학자와 교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왔다. 1971년 미국 LA에서 열린 WFNMB 

준비모임 및 SNM에 고창순 교수가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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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여웅연 교수를 만나 교류를 가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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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박희명, 김의신, 백창흠 등 재미 핵의학

자들과 교류를 계속하였고, 이명철 교수가 세

계핵의학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임을 

Korean Night로 공식화하였다. 2006년 세계핵

동위원소협회 회장 재직 중 중국과 협력협약을 맺고 있는 고창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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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교수(1998년~), 정준기 교수(1998년~), 이

동수 교수(2003년~)와 문대혁 동문(2003년~) 

등이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핵의학회(WFNMB; World Federation 

of Nuclear Medicine and Biology)는 이문호 

교수가 참여하여 1974년 도쿄와 교토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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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이후에는 두 행사를 통합하였다.

나.  세계분자영상학회(WMIC: World Molecular 

Imaging Congress)

2000년대 이후 분자영상이 핵의학의 주요

한 분야로 편입되면서 분자영상학회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국제 분자영상학

회는 AMI (Academy of Molecular Imaging)

와 SMI (Society for Molecular Imaging)가 

양대 국제학회로 자리 잡고 있었고 2008년

부터 FASMI (Federation of Asian Societies 

for Molecular Imaging)와 ESMI (European 

Society for Molecular Imaging) 등의 지역 학회

와 연합하여 WMIC (World Molecular Imaging 

Congress)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서울대학교 핵의학은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였는데, 2006년 정준기 교수가 일

본 및 대만 분자영상학계 인사들을 모아 FASMI

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집행위원직

을 맡았고, WMIC에서도 2007년 창립되면서부

터 2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2010년 9월 8-11일에는 일본, 교토

에서 제3회 WMIC가 개최될 예정이고, 한국개

최를 목표로 한 유치 위원회를 정준기 교수 주

도로 교토 대회에 앞서 9월 6일 서울에서 Pre-

conference Satellite Meeting 을 주관할 예정

이다.

다. 세계동위원소대회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IC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는 핵의학계 뿐만 아

니라 원자력 관련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

력하여 이루어낸 주요한 국제협력 성과의 하나

였다. ICI는 세계 각국의 동위원소 분야 전문가

들이 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

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1995년 베이징

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는 매 2년마다, 이후로

는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이다. 

ICI는 이전부터 중국이나 일본이 집행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었던 데 반해 2002년까지 우리

나라의 참가는 거의 없었다. 2000년 차기 세계

핵의학회장으로 선출된 이명철 교수는 관련 분

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CI를 주목하였

고, 국내 방사선기술 산업 육성과 국가간 기술

정보 교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임을 정부와 학계에 환기시켰다. 이에 과학기

2006년 세계핵의학회 중 열린 Korean Night

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는 매 2년마다, 이후로

는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이다. 

ICI는 이전부터 중국이나 일본이 집행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었던 데 반해 2002년까지 우리

나라의 참가는 거의 없었다. 2000년 차기 세계

핵의학회장으로 선출된 이명철 교수는 관련 분

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CI를 주목하였

고, 국내 방사선기술 산업 육성과 국가간 기술

정보 교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임을 정부와 학계에 환기시켰다. 이에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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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에서는 ICI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

고, 2002년 제4차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

에 유희열 차관을 대표로 유치위원회를 파

견하여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때 유치에 성

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명철(서울대), 김종

경(한양대), 박경배(원자력연구소) 등이 ICI 

집행위원 자격을 얻었고, 2005년 벨기에에

서 열린 제5차 대회에서는 과학기술부 최석

식 차관을 대표로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

한 유치활동을 벌여 마침내 제6차 대회 유치

에 성공하였다.

제6차 ICI는 동위원소협회를 주관단체로 하

여 진행되었으며 협회의 김철종 회장이 대회

장, 이명철 교수가 조직위원장, 정재민 교수가 

학술위원회를 맡아 활동하였다. 대회는 Global 

Well-being with Isotopes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

로 2008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동위원소 학술대회와 동위원소 전시회에 총 44

개국 700여명이 참석하였고, 동위원소 학술대

회에서는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등 

세계적 저널에 게재된 100여 편을 포함하여 총 

6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세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위원소 전시회의 경

우에도 최신 암 진단장비, 치료장비, 첨단 방

사선 계측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

비 및 기법이 60여 개 전시부스를 통해 소개되

었다.

대회 기간 중 동위원소 관련 학술과 산업적 

활동에 관해 논의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에 따라 2008년 IAEA 총회기간 중 세계동

위원소기구(WCI; World Council on Isotopes)

가 창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주도한 국제 동위

원소기구라는 의미가 있다. WCI는 초대회장으

로 강창순 교수(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기여

하였으며 2009년 시카고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에서 이명철 교수가 차기 회장(2011~2013)으

로 선출되었다.

라. IAEA RCA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의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to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는 핵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이나 조

직 강화 노력을 위한 협정이다. RCA는 1972

년 일본의 지원으로 처음 발효되었고, 회원국

은 2001년까지 아시아 지역 17개국이다. 서울

대학교는 고창순 교수가 1984년부터 1986년

까지 IAEA의“Investigation of the reliability 

of radioimmunoassay of thyroid-related 

hormones”에 관한 합동 연구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국내 15개 기관이 참여한“External 

quality assessment in radioimmunoassay of 

thyroid related hormones in the Republic 

of Korea”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창순 교수

제 6차 세계동위원소대회 슬로건

우에도 최신 암 진단장비, 치료장비, 첨단 방

사선 계측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

비 및 기법이 60여 개 전시부스를 통해 소개되

었다.

대회 기간 중 동위원소 관련 학술과 산업적 

활동에 관해 논의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에 따라 2008년 IAEA 총회기간 중 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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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9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regional center 

coordinator가 되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의 정도관리를 주도하였고, 이 프로젝트가 학

회와 연결되어 현재까지 각종 방사면역측정법

의 외부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1986년 IAEA/RCA 본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 RCA 사업은 원

자력이용기술이나 방사선방호 협력분야가 매

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

분야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당시 결정한 연구 프로그램은 의학 분

야로는“evaluation of liver disease”로 정하고 

imaging, RIA 및 이에 대한 quality control 등 

3가지로 크게 나누어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하

였다.

 우선 image 분야는‘evaluation of imaging 

procedures for the diagnosis of liver disease’ 

로 정하고 우선 1단계로 nuclear medicine 

image로 3년간, 2단계는 ultrasonographic 

image procedure로 3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재

원은 일본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RIA 분야는 

diagnosis of hepatitis Busing RIA로 그 외 정도

관리 분야는 quality control of gamma-camera 

정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워크숍 및 연수를 시

행하기로 정하였다. 이때 이명철 교수가 B형 간

염진단, 조보연 교수가 QC of RIA 부분을 수

행하였고, 워크숍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IAEA 

지원하에 Dr. Bergman이 와서 수행하였다. 

제3차 회의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999년 

7월 19~23일에“radionuclide technique in 

the management of diabetic nephropathy”

를 주제로 regional training course가 열렸

다. 2000년 7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서“Intravascular radionuclide therapy to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IAEA RTC 

염진단, 조보연 교수가 QC of RIA 부분을 수

행하였고, 워크숍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IAEA 

지원하에 Dr. Bergman이 와서 수행하였다. 

제3차 회의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999년 

7월 19~23일에“radionuclide technique in 

the management of diabetic nephropathy”

를 주제로 regional training course가 열렸

다. 2000년 7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서“Intravascular radionuclide therap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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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restenosis following corononary 

angioplasty”의 consultants’ meeting이 열

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발한 188Re DTPA 치

료법을 표준 방법으로 채택하고 아시아 국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2001년 3월 26일부터 4일간 간질에 대

한 IAEA 다국적 공동연구를 위한 coordinator 

meeting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였고,  

이로 인해 방사성핵종 이용분야에는 우리나라

에서 개발한 기법이 표준법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각종 사업에 대해 과학자 방문, 지역훈

련 과정, 전문가파견,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개

최, 지침서 발간 등이 IAEA 참여국에서 주관

하여 수행하였고 참여국의 요구에 따라 다양

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또한 이들 주제별 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제별 기술 협력 프로젝

트(Thematic TC Project)를 추진하여 IAEA는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교육, 기자재 공급 등 보

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 2월부터

는 IAEA 핵의학 전문기사 원격교육프로그램

에 의해 영상분야의 지역교육을 1년간 실시하

였는데 대한핵의학회 정준기 이사장이 자문역

을 맡았다. 2005년 5월 24일에는 IAEA 핵의학 

collaboration center 로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가 지정되어, 외국 핵의학자들과의 교육 및 공

동 연구의 활성화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 한중일 핵의학회

한중일 핵의학회는 동아시아 3국의 핵의학 동

반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핵의학의 주도로 만

들어졌다. 일본은 핵의학 학계 및 산업계의 주

도로 1992년부터 중-일 핵의학회를열고 있었으

나 우리나라가 함께 하는 모임은 없었다. 이에 

이명철, 정준기 교수 등은 동아시아 지역내 협

력을 위하여 1998년 10월 8~10일 제1차 한-중 

2002년 중국 다렌에서 열린 한중일 핵의학회

이로 인해 방사성핵종 이용분야에는 우리나라

에서 개발한 기법이 표준법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각종 사업에 대해 과학자 방문, 지역훈

련 과정, 전문가파견,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개

최, 지침서 발간 등이 IAEA 참여국에서 주관

하여 수행하였고 참여국의 요구에 따라 다양

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또한 이들 주제별 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제별 기술 협력 프로젝

트(Thematic TC Project)를 추진하여 IA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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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가졌고 2000년 제

2차 대회를 춘계 대한핵의학회에 맞추어 서울

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효

율적인 3국간의 협력을 위하여 일본 핵의학회 

이사장을 초청, 협의하여 다음 대회부터 한-중, 

중-일을 통합한 한중일 핵의학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02년 중국 다렌에서 첫 한중일 핵의

학회를 열었다. 격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으며 2006년 대회 이후 다른 핵의학 학술대회

와 일정을 조정하여 2009년으로 옮겨 매 홀수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바. ARCCNM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체(ARCCNM; 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는 지역 핵의학 발전을 위해 이명

철, 정준기 교수의 주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7개국이 홍콩에서 모여 창설한 기구이

다. 2000년 세계핵의학회 유치 이후 대회의 성

공을 위해서나 대회의 성과를 지역적으로 확

산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핵의학의 발전 

촉진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이명

철, 정준기 교수는 역내 핵의학 활동을 촉진하

고 인지도를 확산시키며 교육수련 지원을 담당

할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시아 지

역 핵의학자들을 규합하였고 2000년 두 차례

의 준비모임을 거쳐 2001년 2월 9일~11일 제

1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족하였다. ARCCNM

은 이후 참가국을 늘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중국, 북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ARCCNM은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task-

force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내 학술활동 

증진, 국제 심포지움을 통한 공동연구사업 형

성, 핵의학 관련 정보 공유, 교육 활동 등을 담

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 활동을 위하여 2003년 

2월 산하에 Asian School of Nuclear Medicine 

(초대 학장 Dr. Felix Sundram)을 설립하여 개

별국가 또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션을 열거나 

training course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RCCNM은 이명철 교수가 초대 의장, 정

준기 교수가 초대 사무총장을 담당하였고 정준

기 교수가 2003년 2월부터 2대 회장을 맡아 이

끌고 있다.

사. 남북 핵의학 교류

아시아지역 핵의학 협력 사업을 주도하며, 지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체(ARCCNM)에서 활동 중인 이명철, 정준기 교수

2월 산하에 Asian School of Nuclear Medicine 

(초대 학장 Dr. Felix Sundram)을 설립하여 개

별국가 또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세션을 열거나 

training course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RCCNM은 이명철 교수가 초대 의장, 정

준기 교수가 초대 사무총장을 담당하였고 정준

기 교수가 2003년 2월부터 2대 회장을 맡아 이

아시아지역 핵의학 협력 사업을 주도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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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협력 사업 및 민족 교류협력 차원에서 남북 

핵의학 교류 역시 서울대학교 핵의학에서 관심

을 기울인 분야였다. 북한 핵의학의 진흥을 위

하여 2002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핵의

학회에 북한을 옵서버로 초청하였고 이후 과학

기술부 정책과제로 이명철교수가 책임자로 사

업을 시작하여 여러 기업의 참여로 매달 1회씩 

동위원소,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키트 등을 지

원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업무를 한국동위원

소협회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53차례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도 평양적십자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던 서울대학교병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북한에 장비 제공 등의 협력 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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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발전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개원 준비 

기간인 2003년 3월 이원우 교수가 조교수 겸 과

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핵의학과의 설립에 공헌

하였다. 개원 후 며칠이 지난 2003년 7월 1일에

는 암환자 진료에 유용한 최신형 PET 스캐너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에 

김상은 교수가 서울 삼성병원으로부터 부교수 

겸 과장으로 부임하여 2006년 10월 교수로승진

하였고, 현재까지 과장으로서 핵의학과를 이끌

고 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핵의학과 개설 

기념 PET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180

여명의 핵의학 관련 임상과 의사, 개원의 등에

게 핵의학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선진

화된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분

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 최초 100% Full 디지

털 병원으로 시작하였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핵의학과 역시 검사 용지 없이 환자 병력 청

취 사항, 의료기사의 검사 방법 및 

기술 내용, 판독의의 판독문 등 모

든 내용을 병원 전산 시스템을 이

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2006년 9월에 이병철 박

사가 연구진에 합류하였다. 2007

년 5월 김유경 교수가 새로이 부임

하였고 2008년 5월 조교수 발령을 

받았다. 2008년 8월 김상희 박사

가 연구 교수로 부임하여 2009년 8

월까지 근무 하였다. 2008년 10월 

이원우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

다. 2009년 9월 이종진 교수가 진료 교수 발령

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가. 진료 및 연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영상 검사와 

검체 검사 핵의학 분야의 모든 진료를 수행하

고 있다. 2007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상 검사

의 종류는 SPECT 10종류 (심장 SPECT, 뇌혈류 

SPECT, MIBG SPECT, 기타 SPECT)와 일반 영

상 검사 47종류 등이다. 2008년 검사 실적 기준

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영상 검

사 10,820 (PET 포함)건, 검체 검사 230,112건, 

치료 945건을 시행하였다. 특히 암환자와 퇴행

성 뇌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PET검사는 2003

년 도입 첫해 299건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총 

2,661건을 실시하여 도입 첫해와 비교해 8.9배

의 괄목할 만한 실적 증가를 이루었다. 그 외

에 영상 검사(SPECT 및 일반 영상)는 2003년 

첫해 4,063건 이던 것이 2008년에는 9158건으

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검체 검사는 2003년 첫

해 33,979건이 2007년 230,112건으로 증가하여 

6.7배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방사성 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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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치료는 개원 첫해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대상으로 단 2건을 실시하는데 

머물렀으나 2004년에는 83건, 2005년에는 252

건, 2006년에는 321건, 2007년에는 437, 2008

년에는 945건으로 점차 치료 건수가 증가하였

고 적응증도 확대되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고

용량 방사성 옥소(30 mCi 초과량)치료가 가능

한 치료 병실이 131 병동에 만들어졌다.  

연구 면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의 국제 학술 회의 논문 발표 건수가 2004년 9

편, 2005년 11편, 2006년 25편, 2007년 27편, 

2008년 20편, 2009년 21 편으로서 개원시와 비

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

은 김상은 교수 지도로 2004년(김범산), 2005

년(오소원), 2007년(박은경)에 대한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이병철)에는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에

서 Young investigator’s award를 수상하여 분

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학문적 우수성

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전임상, 임상 분자영상센터를 설치

하여 분자 영상 연구의 메카로서 입지를 다졌

다. 

나. 장비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개원 

초에 설치한 감마카메라 3대, PET 스캐너 1대, 

감마 카운터 2대 이외에 2005년 12월에 베타-카

운터 1대를 도입하였고 2007년 6월에 삼중-헤

드 감마카메라 1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4대

의 감마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PET/CT 스캐너를 추가로 도입하여 진료에 활

발히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동물영상용 

SPECT/CT를 보유하여 연구에 활발히 이용하

고 있다.  

다.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센터, 원자력기초공동

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

2004년도에 당시 과학 기술부 산하 과학 재

단의 원자력 연구 기반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

편, 2005년 11편, 2006년 25편, 2007년 27편, 

2008년 20편, 2009년 21 편으로서 개원시와 비

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

은 김상은 교수 지도로 2004년(김범산), 2005

년(오소원), 2007년(박은경)에 대한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이병철)에는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에

서 Young investigator’s award를 수상하여 분

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학문적 우수성

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 분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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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센터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유치하기로 하여 2006년 5월에 동 사

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2008년부터 본격

적인 FDG 양산을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종 방사성 의약품과 분자 나노 추적자 등을 직

접 생산하여 분자 영상 연구에 활발히 사용하

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교육 과학 기술부 원자력 기

초 공동 연구소로 지정되어 과제

명 “차세대 사이클로트론 방사 

화학과 방사선 나노 분자 영상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 평가 기

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다. 

2) 보라매병원

가.  보라매병원 핵의학 검사실 : 

1987년 ~ 2008년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

시 보라매병원은 1987년 영등포

시립병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받아 운

영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핵

의학 검사실은 위탁 운영 초기부

터 설치되지 않았고 1991년 첫 

병원 신축을 하면서 핵의학 검

사실이 개설되었다. 당시 장비

로는 전자동 감마카운터(COBRA II, Packard 

Bioscience, US) 1대를 설치하였고 영상검사 

없이 핵의학 검체검사를 시작하였다. 신축된 

병원은 1991년 11월 18일 개원하게 되었으며, 

핵의학 검사실은 보라매병원 본관 1층에 위치

하였다. 

1991년 10월 1일자로 전병길 방사선사가 근무하

였고(1991.10.01.~1993.06.30), 1992년 4월 1일

자로 송우강 방사선사가 근무하여(1992.04.01.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설치된 사이클로트론

보라매병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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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31.) 2명의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체

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

과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시행하였다. 

1992년에는 본원으로부터 감마카메라(Dyna, 

Picker)가 이전 설치되어 뼈관절스캔과 갑상선

스캔을 시행하였으나, 이 장비는 1995년 여름 

경 고장으로 폐기되었고 다시 검체검사만 시행

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이 증

가되어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으로 검사실 

직원이 증가되었다.

나. 보라매병원 핵의학과 : 2008년 ~

2008년 5월 1일자로 이호영 교수가 촉탁교수 

발령을 받아 보라매병원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어 2008년 6월 1일자로 내과에 소속되어 있

던 핵의학 검사실에서 핵의학과로 독립하였으

며 이에 따라 이호영 교수가 초대 핵의학과장

에 임명되었다. 당시 과 설립을 도와준 데 대

한 감사와 설립 인사를 겸하여 내과 과장 이국

래 교수와 김명아 교수를 초청하여 점심모임을 

가졌다.

2008년 12월 31일 핵의학 영상장비에 관련한 

모든 입찰이 마무리되어 핵의학과 영상 검사실

은 본관 1층에 설치되었고, 기존의 핵의학 검체 

검사실은 신관 3층으로 2008년 5월 13일 이전

하였다. 검체검사실에도 장비 보강이 이루어져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 감마측정기(SR300, 

STRATEC, Germany)와 자동 분주기(Freedom 

EVO100, TECAN, U.S.A.)를 설치하였다.  

2009년 8월 3일 보라매병원 핵의학과에서 영

상 검사를 시작하였다. 감마카메라로 2대의 이

중 헤드 감마카메라(Infinia, GE, U.S.A), 1대의 

삼중 헤드 감마카메라(TRIAD XLT9, Trionix, 

U.S.A.), 1대의 SPECT/CT(Hawkeye4, GE, 

U.S.A) 장비가 설치되었다. SPECT/CT는 본원

보다 도입이 빠른 것이어서 본원에서 보라매병

보라매병원 핵의학과 오픈기념 심포지움

가되어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으로 검사실 

직원이 증가되었다.

나. 보라매병원 핵의학과 : 2008년 ~

2008년 5월 1일자로 이호영 교수가 촉탁교수 

발령을 받아 보라매병원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어 2008년 6월 1일자로 내과에 소속되어 있

던 핵의학 검사실에서 핵의학과로 독립하였으

며 이에 따라 이호영 교수가 초대 핵의학과장

에 임명되었다. 당시 과 설립을 도와준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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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위탁검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PET/

CT는 1대(GEMINI TF64, philips, NE)가 설치

되었다. 2009년 9월 11일 본관 6층 대강당에서 

본원 핵의학과 및 보라매병원 원내 인사들을 모

시고 보라매병원 핵의학과 오픈기념 심포지움

을 개최하였다. 

3) 미래 발전 비전

1995년 이명철 교수가 만든 과훈“친절한 진

료, 앞서가는 연구, 화목한 생활”을 시대에 걸맞

게 개정할 필요에 따라 2008년 새로운 비전을 

과내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를 검토하여 교실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잡았고 이명철 교수가 최종 

검토하여 핵의학과의 새로운 비전으로 “화합

과 협력, 창의와 도전, 글로벌 리더십”을 2008

년 3월 향후 5년간의 핵의학과 비전으로 선포

하였다.

2010년 핵의학과는 교수 14명(본원 9, 분당 4, 

보라매 1), 전임의 1명, 전공의 12명, 직원 96명

(본원 52, 분당 31, 보라매 12, 강남센터 1), 연

구원 53명(본원 39, 분당 14)으로 구성된 대형

과로 성장하였다.

연구 분야에서는 의대에서 출판한 교실별 논

문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교수당 SCI 논문수

가 평균 6편으로 기초/임상을 통틀어 전체 2

위, 임상에서는 1위를 달성하였다. 외부 협력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KAIST, 포

항공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생명공학공동연

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싱가폴 국립대 등 다양

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 연구 네트워

크를 넓혀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였고, 주제 면

에서는 microRNA를 포함한 RNAi 영상, 줄기

세포 추적 및 분화영상, 바이오마커 영상, 미

세용량(microdosing)을 이용한 0기 임상시험, 

다중라만영상을 위시한 나노의학 분야 등을 망

라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경주 양성자

가속기 사업단과 협력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

산 전용로 및 양성자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치료

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성핵

종 치료에 대한 연구 및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

다. 1999년 이명철 교수가 과학기술처 원자력

중장기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과 위원

장으로서 주도한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이어받아, 강건욱 교수는 RT포럼 R&D 방사선

의학분과위원장으로 제1차 방사선이용진흥계

획을 기획하여 2011년 이후 5개년간 정부 연구

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연을 확장하고 시대 흐

름을 이끌어 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철 교수가 만든 대학원 방사선응용의학 

협동과정을 확대발전시켜 김상은 교수 주도

로 기초기술연구회 사업 Degree & Research 

Center(DRC)를 수행하여 원자력연구원과 같

이 학연과정 방사선융합기술학과를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산하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동수 

교수는 IAEA 핵의학분자영상 협력센터를 확

대하여 교실 펀드로 아시아 지역 핵의학의사

를 1년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이

는 아시아지역의 핵의학을 지원하는 글로벌리

더십 실천의 일환이며 향후 국산 방사성의약품

이나 의료장비의 해당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이동수, 이재성 교수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참여하여 각각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와 뇌인지과학과의 겸직교수가 

되었으며 MD Anderson 암센터의 김의신 교수

대하여 교실 펀드로 아시아 지역 핵의학의사

를 1년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이

는 아시아지역의 핵의학을 지원하는 글로벌리

더십 실천의 일환이며 향후 국산 방사성의약품

이나 의료장비의 해당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이동수, 이재성 교수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참여하여 각각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와 뇌인지과학과의 겸직교수가 

되었으며 MD Anderson 암센터의 김의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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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스콘신대학 정무경 교수를 겸직교수로 초

빙하였다. 2009년에는 해외교수를 초빙하기 위

하여 Science, Nature지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0년에는 전공의와 대학원생의 국제화를 위

해 관악캠퍼스 언어교육원의 영어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시켜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였다.

진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방사성의약품과 융

합영상장비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면서 서울

대학교병원 내의 발전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동수 주임교수가 한국PET협의회

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대한핵의학회 보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PET

검사에 FDG 이외에 11C-acetate, 18F-fluoride, 

68Ga-RGD 등 활발한 임상연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인정, 임상 진료 도입, 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임상 도입 및 시장 진출 장벽 해소를 위하여 대

한핵의학회에서 추진하는 방사성의약품특별법 

제정을 위해 임상무 겸임교수와 정재민 교수가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사

성의약품의 임상사용이 활발해질 것이 기대된

다. 영상장비로 PET/CT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영상을 복합적으로 얻는 SPECT/CT, PET/MR 

도입을 추진 중인데, 2011년 개원 예정인 암센

터에는 지하 2층에 영상의학과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전신 PET/MR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첨단 진료뿐만 아니라 PET/MR 복합영상프로

브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암센터에는 새로운 고에너지 사이클로트

론을 도입하여 64Cu, 124I 등 장반감기 PET용 방

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펩타이드, 항

체, 나노입자의 장기간 추적영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2년 심장뇌혈관센터(가칭 첨단

치료개발센터)의 개원에 따라 심장검사 전용 

PET/CT, CZT SPECT가 도입 추진 중이며 2013

년 본원 지하공간개발에 따라 1, 2층으로 분리

된 핵의학과가 통합되어 옮길 계획이다.

이 외에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병원이 추

진 중인 확장 발전 사업에도 핵의학과가 주도

적 역할을 맡으며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시흥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연구병원, 

관악캠퍼스 에듀밸리, 송도 존스홉킨스 합작병

원, 세종시 첨단 산학연메디컴플렉스 등에 다

양한 진출계획을 갖고 있어 중개연구, 융합연

구에 뛰어난 핵의학의 진출 확장이 기대된다. 

특히 이명철 교수가 진두지휘하는 서울대학

교-KAIST 공동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

지구 과학복합단지 (BIT Port) 사업이 200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

로 진행되게 되어, 이 사업의 10개 산하 R&D 

센터 중 하나인 나노분자영상센터의 2014년 설

립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핵의학이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선두에 나서

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가 양성하는 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서울대학교 핵의학은 양적, 질

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고, M.D.-Ph.D. 협력

연구/진료를 선도하여 왔다. 이에 기반하여 앞

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융합연구에 적합한 특성

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의학의 주역이 될 것이다.

터에는 지하 2층에 영상의학과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전신 PET/MR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첨단 진료뿐만 아니라 PET/MR 복합영상프로

브 개발 등 새로운 산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암센터에는 새로운 고에너지 사이클로트

론을 도입하여 64Cu, 124

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펩타이드, 항

체, 나노입자의 장기간 추적영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2년 심장뇌혈관센터(가칭 첨단

치료개발센터)의 개원에 따라 심장검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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