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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과장� 및� 교수

1) 역대 과장

이 문 호

제1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장(1960~1969)

서울대학교 교수(1946~1988)

고 창 순

제2대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장(1969~1978)

제1대 핵의학과장(1978~1980, 1982~1986)

서울대학교 교수(1969~1997)

조 보 연

제2대 핵의학과장(1980~1982, 1986~1990)

서울대학교 교수(1979~현재)

이 명 철

제3대 핵의학과장(1990~1996)

제1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1997~1998)

서울대학교 교수(1981~현재)

정 준 기

제2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1998~2006)

제4대 핵의학과장(1996~2006)

서울대학교 교수(1985~현재)

이 동 수

제3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2006~현재)

제5대 핵의학과장(2006~현재)

서울대학교 교수(1990~현재)

김 상 은

제1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2003~현재)

서울대학교 교수(2003~현재)

이 호 영

제1대 보라매병원 핵의학과장(2008~현재)

서울대학교 교수(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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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교수

김병국
(1978~현재)

정재민
(1994~현재)

여정석
(2000~2002)

김재진
(2000~2002)

소영
(2002~2005)

강은주
(2003~2005)

강주현
(2002~2006)

김상은
(2003~현재)

이원우
(2003~현재)

강원준
(2004~2007)

이재성
(2005~현재)

김순학
(2005~2009)

강건욱
(2007~현재)

김유경
(2007~현재)

윤혜원
(2008~현재)

팽진철
(2008~현재)

이호영
(2008~현재)

이윤상
(2008~현재)

이종진
(2009~현재)

황도원
(20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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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서울의대 겸임교수

성  명 임용기간 직 급(최초발령-승진발령)* 소 속

김병태 1995.03-2000.02 초빙전임강사-초빙부교수 성균관의대

김상은 1996.03-2004.02 초빙전임강사-초빙조교수 성균관의대

이경한 1996.03-1999.02 초빙전임강사-초빙조교수 성균관의대

임상무 1997.09-현재 초빙부교수-겸임교수 원자력의학원

최창운 1997.09-현재 초빙조교수-겸임교수 원자력의학원

김종순 1998.03-현재 초빙부교수-겸임교수 원자력의학원/인제의대

조정혁 1998.03-2000.02 초빙부교수 KIST

최  용 1999.03-2005.02 초빙조교수 성균관의대

김희중 1999.03-2000.02 초빙조교수 연세의대

범희승 2002.03-2005.02 초빙부교수 전남의대

지대윤 2002.03-2005.02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천기정 2003.09-현재 초빙전임강사-겸임조교수 원자력의학원

강건욱 2005.03-2007.08 초빙조교수 국립암센터

김석기 2005.03-현재 초빙전임강사-겸임조교수 국립암센터

홍기석 2008.03-현재 초빙교수-겸임교수 닥터홍내과

김태성 2008.09-현재 초빙전임강사-겸임전임강사 국립암센터

강주현 2009.03-현재 겸임교수 원자력의학원

김경민 2009.03-현재 겸임부교수 원자력의학원

김유경 2009.09-현재  겸임조교수 분당병원임상조교수**

팽진철 2009.09-현재 겸임조교수 본원임상조교수**  

이호영 2009.09-현재 겸임전임강사 보라매병원임상조교수**

정무경

Moo Kyung Chung
2009.09-현재 WCU 뇌인지과학과 교수

University of Wiconsin, 

Madison

최선주 2010.04-현재 겸임교수 원자력연구원

김의신

Euishin Edmund Kim

2010.04-2010.05

2010.05-현재

겸임교수, WCU교수,

분자의학바이오제약학과

MD Anderson Cancer 

Center University of Texas

Mei Tian 2010.05-현재 겸임부교수
MD Anderson Cancer 

Center University of Texas

* 2009.03 부터 초빙교수를 겸임교수로 명칭변경

** 2009.03부터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임상교수를 겸임교수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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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전공의

이명철
(1974.03~1978.02)

홍기석
(1975.03~1979.02)

김명덕
(1976.03~1980.02)

정준기
(1977.03~1981.02)

손 인
(1979.03~1983.02)

한진석
(1979.03~1983.02)

임상무
(1980.03~1983.02)

김병태
(1980.03~1983.02)

신성해
(1981.03~1984.02)

오연상
(1982.03~1985.02)

문대혁
(1983.03~1986.02)

김상은
(1984.03~1987.02)

최창운
(1985.03~1988.02)

이경한
(1987.03~1990.02)

최윤호
(1988.03~1991.02)

여정석
(1990.03~1994.02)

강건욱
(1992.03~1996.02)

김선욱
(1993.03~1995.08)

소 영
(1993.03~1997.02)

이원우
(1994.03~1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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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준
(1995.02~1999.02)

김석기
(1996.03~2000.02)

천기정
(1997.03~2001.02)

김유경
(1998.03~2002.02)

팽진철
(2000.03~2004.02)

이호영
(2001.03~2005.02)

이종진
(2002.03~2006.02)

어재선
(2003.03~2007.02)

박은경
(2003.03~2007.02)

장성준
(2004.03~2008.02)

김범산
(2004.03~2008.02)

오소원
(2005.03~2009.02)

임일한
(2005.09~2009.08)

장수진
(2005.09~2009.08)

송요성
(2006.03~2010.02)

이정원
(2006.03~2010.02)

강지연
(2006.03~2010.02)

김석균
(2009.03~현재)

문승환
(2007.03~현재)

심혜경
(2007.03~현재)



221 제4장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주요인물

P
a
rt 5
 / 서

울
대
학
교
 핵
의
학
 주
요
인
물

 

이상미
(2007.03~현재)

임형준
(2008.03~현재)

권현우
(2008.03~현재)

이효상
(2008.03~현재)

김철한
(2009.03~현재)

김용일
(2009.03~현재)

윤혜전
(2009.03~현재)

천인국
(2010.03~현재)

이은성
(2010.03)

오미영
(2010.0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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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전임의

박형근
(1983.03~1984.02)

박성기
(1984.03~1985.02)

박석건
(1985.03~1986.02)

범희승
(1986.03~1989.02)

임상무
(1986.05~1987.02)

이명혜
(1987.03~1989.02)

이강욱
(1987.03~1988.02)

궁성수
(1987.05~1988.02)

고은미
(1988.03~1989.04)

양승오
(1988.05~0989.02)

이범우
(1989.03~1990.08)

문대혁
(1989.05~1990.02)

이동수
(1990.03~1990.08)

김덕윤
(1990.03~1990.10)

김상은
(1990.05~1992.04)

최창운
(1991.05~1993.02)

양형인
(1992.03~1993.02)

배상균
(1992.03~1993.02)

이경한
(1993.05~1995.02)

김종호
(1993.03~19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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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영
(1994.03~1996.02)

김은실
(1995.03~1995.12)

윤석남
(1996.03~19972.02)

송호천
(1996.03~1997.02)

소영
(1997.03~1999.02)

임석태
(1998.03~1999.02)

김경민
(1998.03~1999.02)

여정석
(1998.02~1999.02)

강건욱
(1999.05~2000.04)

민정준
(2000.03~2001.02)

정환정
(2001.03~2002.03)

황경훈
(2002.03~2003.02)

강원준
(2002.03~2004.02)

김성은
(2002.03~2003.02)

최미연
(2003.03~2004.02)

석주원
(2005.03~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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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진철
(2008.05~2008.08)

오소원
(2009.03~2010.02)

이종진
(2009.03~2009.08)

강지연
(2010.03~현재)

어재선
(2010.0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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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인물� 소개

1) 핵의학과 교수

가. 이문호(李文鎬)

이문호 교수는 1922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고, 1946년 3월 26일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1950년 서울대학교대학원을 수

료한 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4년 DAAD 장학생

에 선발되어 독일유학 계획을 준비하였다. W. D. Germer의 조언을 계기로 

Freiburg 대학의 Heilmeyer 교수께 지도받았다. 당시 Heilmeyer 교수는 방

사성추적자 분야의 개척으로 노벨상을 받은 Hevesy 교수의 도움으로 방사

성핵종을 이용한 의학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문호 교수는 독일유학 중 

핵의학을 접하고 Heilmeyer 교수의 조언을 따라 핵의학분야에 연구열정을 

바칠 결심을 하였다. 1957년 가을, 4년간 독일에서의 연구 활동의 결실로 박

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이문호 교수는 한국의학협회

의 중요 멤버로 활약하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핵의학뿐

만 아니라, 혈액학, 신장학, 갑상선학 분야의 신학문을 국내에 도입, 발전시

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아 1960

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부속병원에 우리나라 최초로 방사성동위원소 진료

실을 신설하였고 초대 실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1961년 대한핵의학회를 설

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핵의학의 설립자로 

핵의학을 국내에 소개, 도입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3년 3월 전임강사, 1962년 부교수를 거쳐,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서

울대학교부속병원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 실장을 역임하였다. 1965년 교수

로 임명되고,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내과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였다. 

1972년부터 1994년까지 6대에서 14대에 이르는 대한의학회 회장을 역임하

였다.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1963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4대 

소장을 역임하였다. 1998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으로 임명되면

서 국가고시제도 정립에 힘썼다. 대한암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

을 역임하였다. 1988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정년퇴임한 뒤 서울아산병원 

초대원장을 역임하였다. 

수상이력으로는 1962년 삼일문화상, 1975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1988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1992년 대한적십자사 인도장(금장) 등을 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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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95년에는 한국과 독일 양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정부가 수여

하는 십자공로대훈장도 받았다. 이 후에도 1998년 제8대 자랑스러운 서울대

인상, 2001년 제2회 함춘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문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성인병 예방학회 명예회장, 대한의

사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04년 12월 5일 타계하였다. 

이문호 교수는 핵의학을 통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고 핵의학뿐만 아니

라 한국의학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나. 고창순(高昌舜)

고창순 교수는 이문호 교수의 수제자로, 이문호 교수가 시작한“방

사성동위원소의 임상의학적 이용”을 추구하여“핵의학과”라는 

독립된 진료과목으로 공고히 정착시키고 핵의학을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서 

확대시킨 주역이다. 이문호 교수가 한국 핵의학의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고

창순 교수는 한국 핵의학의 아버지에 해당한다. 고창순 교수는 1932년 4월 

20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3년 서울대학교문리

과대학 의예과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일본 昭和(Showa)의대를 

거쳐 의사가 되었다. 1958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를 지망하면서 이

문호 교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962년 내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1963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실장급 

원자력연구관으로서 원자력원 산하 방사선의학연구소(현 원자력의학원) 창

설 작업에 참여하여, 초대“동위원소연구실장 겸 핵의학과장”직을 맡아 근

무하였다. 당시 국내 유일의 color-dot-photo scanner를 운영하여 전국 의료

에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외래부교수를 겸임하고 있었

기 때문에, 양 기관‘협력의 축’으로서 전국 핵의학계를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다른 전공분야와의 협동이 절실함을 선도적으로 감지하

고, 협동연구를 선도하게 되었다. 

1969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조교수로서 발령을 받고 이문호 교수에 이어 

제2대 동위원소진료실장이 되었다. 1978년 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이 탄

생하고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동위원소진료실을‘핵의학과’로 개편

하여 초대 핵의학과장이 되었으며 당시 부교수로서 제2진료부원장을 역임

하여 화제가 되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동향인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

의로 활동하고 그 공로로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였다. 규모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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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없던 보건복지부 연구비를 확충하고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3년 과학기술처 특정연구“의과학 연구 활성화 실천계획 

관련조사 연구”를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1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기획평가단 초대 단장과 3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

회 초대위원장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산파역할을 하였다. 

1997년 정년퇴직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가천의과학대학교 초대학장 

및 총장을 역임하였고 1996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사장을 2010년까지 역임하였다. 한편 1991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우

리나라 원자력 관련 최고결정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서 안전전문위원을 거

쳐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고창순 교수는 활발한 학술 및 봉사활동을 하여 대

한핵의학회 이사장, 제3차 아시아대양주 핵의학회 학술대회 사무총장, 아시

아대양주 갑상선학회 부회장,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대한내분비학

회 회장, 대한내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핵의학 이외에도 일찍이 새로

운 학문의 발전과 융합 연구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창

설에 참여하여 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으며 제5대 회장을 지냈고, 대한

의료정보학회 초대회장으로서 창설 12년만에 세계의료정보학회(MEDINFO 

98)를 유치하여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대한노화학회 제2대 회장으로서 

노년^노인병^노화연합학회를 직접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호

스피스완화의료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투철한 봉사정신도 보여주었

다. 저서로는 1992년『핵의학』제1판을 비롯하여 10여 권을 발간하였으며, 

그의 핵의학에 대한 공헌을 기려 2008년 정준기^이명철 편저로 발간한 제3

판 교과서는『고창순 핵의학』이라고 명명되었다.

고창순 교수는 암을 3번 극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57년 일본 유학 시

절 26살의 젊은 나이에 복통으로 발견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1982년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을 마치고 십이지장암으로 또 한 차례 대수술을 받았

으며, 1997년 정년퇴직 직후 간암 4기로 발견되어 대수술을 받은 후 가끔 제

발할 때마다 간동맥색전술, 알코올주입술 및 부신전이 제거 수술 등을 받은 

후 극복하여 2006년『암에게 절대 기죽지마라』책을 출판하였다. 

고창순 교수는 원만한 인품과 원숙한 지도력으로 많은 제자를 키워왔다. 

제자들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퍼져나가 우리나라 핵의

학뿐만 아니라 세계 핵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고창순 교수는 일생을 핵의학 

진작에 바쳐 우리 교실 및 우리나라 핵의학의 초석을 다졌고, 넓은 포용력으

로 오늘날의 대한핵의학회를 타의 모범으로 육성한 원동력이었다. 

다. 김병국(金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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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교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에 박

사학위를 받았다. 동위원소진료실에서 전공의 생활과 군 복무를 

마친 후 1978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 내과와 핵의학 전공으로 발령을 받

았다. 내과에서 혈액학을 전공하면서, 새 병원 핵의학과의 초대 의무장으로 

새로운 핵의학 장비 및 검사의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81~1983년

에 미국 Washington의대에 연수하여 혈액학을 연구하였다. 1994~1999년

에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혈액종양분과장을 지냈고, 1999~2001년에 제주대

학교의과대학 학장으로 파견되어 신설 의대의 성장과 부속병원의 신축에 결

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동안 한국골수은행협회, 대한수혈학회, 대한혈액학회 등을 설립하고 회

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문호 교수를 뒤이어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을 맡

고 있으며,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 학술상과 

혈액학 관련 학회의 학술상을 두루 수상하였다. 17편의 저서 및 255 편의 국

내논문, 77 편의 해외잡지 논문이 있다.

내과 전공의 시절부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혈액학 연구에 매진한 김

병국 교수는 이문호 교수의 후계자로 혈액학의 대부가 되었다. 이문호 교수

와 함께 의학분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대평양 혈액학회

를 1979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문적으로는 골수이식에 관한 많은 연

구를 하였다. 핵의학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적 심혈관촬영술

을 확립하였다.

김병국 교수는 학문적 열정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우리나라 혈액학을 초창

기부터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핵의학에서도 창설기와 정착기 사

이를 순조롭게 연결하는 공헌을 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새 병원 개원 

후 핵의학 전공 교수진이 합류하기 전 까지 중요한 시기에 핵의학을 책임지

고 중흥시킨 업적은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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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보연(趙普衍)

조보연 교수는 이문호, 고창순 교수를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갑상선

질환 전문가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대 내과 내분비분과의 교

수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축 후 초임 핵의학과장을 맡은 고창순 교수의 뒤

를 이어 1980년 7월 2대 핵의학과장을 맡아 우리나라 임상핵의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군수도병원 재직 시 유행성출혈열과를 맡아 동원회의 연구에 

기여하기 시작한 조보연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로 복귀하여 심장동적영상을 

비롯하여 심장, 신장, 전신뼈 스캔 등 핵의학영상진단 분야의 다양한 진료를 

도입하여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 올려놓았다. 

1982년까지 핵의학과장을 맡았던 조보연 교수는 1986년에 다시 핵의학과

장을 맡아 1990년까지 1980년대 10년 간 핵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과 교

수로 갑상선의 최고전문가가 되었다. 핵의학 연구와 임상을 수행한 10년간

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마카메라 핵영상법과 방사면역측정법이 우리나라

에 뿌리내린 시기였으며, 이명철 교수와 정준기 교수가 본격적인 핵의학전

담교수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일하기 전이었다. 

보스턴 하바드의 Beth Israel 병원에 연수한 조보연 교수는 1987년에는 방

사면역측정법의 정도관리 국제세미나를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개최하고 

외부정도관리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어 TSH 결합억제글로불린(Thyrotropin 

Binding Inhibitory Immunoglobulin; TBII)정량 검사를 통한 Graves병 연구

와 특히 일차성점액수종의 차단항체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연

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조보연 교수를 국내외적으로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의 대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대한갑상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보연 교수는 대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법을 시작하는 등 갑상선질환에서의 

핵의학 이용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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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명철(李明哲)

이명철 교수는 1973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첫 군 핵의학 전

공 요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들어옴으로써 핵의학을 임상 

전공으로 표방한 첫 전공의가 되었다. 1981년 내과학교실 전임강사로 발령

받은 이후 핵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융성하게 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학교실의 설립을 이끌어 초대 주임교수가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핵의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명철 교수의 가장 큰 기여는 기반 제도와 기구, 단체 등을 설립, 확립, 강

화함으로써 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

보한 점이다. 이명철 교수는 학회 이사장으로서 1993년 의료법 개정을 이끌

어 핵의학을 독립 진료과목으로 만들었고 1995년에는 핵의학 전문의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또한 1994년에는 여러 난관을 딛고 국내 첫 PET 장비를 도

입하여 오늘과 같은 발전의 효시를 이루었다.

또한 연계 학문간 통합적 발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의용생체공학회 회

장, 뇌기능매핑학회 회장, 방사선방어학회 회장,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등

을 역임하며 연계 기반학문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사단법인 원자력응용의학

진흥협회를 창립하여, 관련 학문의 진흥에 힘썼다. 1990년대 G7 의료공학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우리나라 의용생체공학 연구기반을 만들었고, 영상의

학, 방사선종양학 분야와 협력하여 방사선의학연구소를 창립,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200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Bio-MAX Institute) 

원장으로 일하며 다학제적 공동 연구를 통한 BT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

였고 KOREA바이오경제포럼을 창립 운영하여 생명공학의 실용화를 위한 산

학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명철 교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여 한국 핵

의학 및 연계학문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명철 교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핵의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핵의학계

의 협력을 이끌고 국내 핵의학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우리의 핵의

학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2001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

국의 핵의학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체(ARCCNM)를 창설

하여 초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그 산하에 아시아핵의학학교(ASNM)를 설

립하여 개발도상국 의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제6차 세계

동위원소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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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기구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이 업적으로 2009년 세계

동위원소기구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명철 교수는 핵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처럼 다방면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핵의학, 생명공학, 여러 연

계학문의 통합적 발전과, 그 성과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

력하고 있다. 

바. 정준기(鄭俊基)

정준기 교수는 1977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내과학교실 전

임강사로 발령 받은 이후 현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소속으로 핵의학을 이끌고 있다. 1988년 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미국 국

립보건원(NIH)에서 연수하며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항체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연구한 뒤, 국내에 돌아와 이를 이용한 핵의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핵의학, 분자영상 분야의 활발한 학문적 활동과 그에 따른 많은 연

구 성과를 내었다. 특히 대외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이명

철 교수와 조화를 이루어, 내실을 다지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 활동으로 오늘

날과 같은 핵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서울대학교 및 대한민국의 핵의학

이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에 11년간 과장과 주임교수(1998~2006)를 역임하

였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품으로 위와 아래를 아우르는 너그러운 리더십

을 발휘하여 후배, 제자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1999년 갑상선암에서 FDG PET의 연구로 미국핵의학회에서‘탁월한 임

상연구상’을 받는 등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내었고, 나트륨-옥소 공수송체

(sodium-iodide symporter; NIS)를 리포터 유전자로 이용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대가로 손꼽히며, 이에 관한 JNM 종설 논문은 현재까지 핵의학교실 

최다 인용 논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9년에는 대한의학회에서 시상하는 

바이엘쉐링 임상의학상을 수상하여 핵의학을 임상의학 영역으로 확고히 다

진 공로를 다시 한번 평가 받았다.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공의 및 지도학생을 교육하였으며, 외

부적으로도 국내외로 많은 강연을 통해 핵의학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동남

아 등 개발도상국을 다니며 80여 차례가 넘는 강연을 하여‘핵의학을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한국 선생님’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정준기 교수

의 강의는 주의를 집중시키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핵심을 잘 짚는 명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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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받아 왔다. 이러한 여러 면의 뛰어난 능력은 유려한 글 솜씨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정준기 교수는 간간이 자신이 쓴 수필을 교실원들에게 보내

기도 하였다.

이명철 교수와 함께 세계화 활동에도 많은 업적을 남겨 세계핵의학회

(WFNMB) 사무총장,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ARCCNM) 사무총장 및 

의장, 아시아분자영상협의회(FASMI) 및 세계분자영상학회(WMIC) 집행위

원, IAEA 핵의학 및 분자영상 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하였거나 맡고 있다. 국

내적으로도 한국 PET협의회 회장, 심장핵의학연구회 회장, 분자영상의학회 

회장,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사. 이동수(李東洙)

이동수 교수는 1983년 내과에 입국하여 동원회 그룹에 들어왔다. 

1986년 군복무 중 군 주특기를 핵의학(717)로 바꾸어 국군수도병

원 핵의학과장을 역임하고 1989년 내과 전임의이자 대학원생으로 조보연 교

수에게 지도 받아 갑상선세포생물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 서울

대학교병원에 당시 새로 신설된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되어 핵의학과 전임

강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4년 PET센터 신설과 함께 미국연수에서 돌아

와 이후 2000년까지 핵의학 임상진료를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1990년대 후

반 미국핵의학회에 초록 발표가 교실에서 10편에서 결국 30편이 넘도록 증

가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고, 심장핵의학분야의 임상진료량의 성장에 기여

하였다. 2006년 서울대학교 교수(정교수)가 될 때까지 7번의 재임용과 승진 

심사를 받았으며, 서울의대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로서 정식재임용 심사를 

받은 첫 세대에 해당하였다.

1990년대 후반을 핵의학물리연구 팀을 구성하고 교육하고 함께 연구하여 

뇌기능영상과 매핑 연구 신경핵의학연구에 진력하여 2001년에는 Nature에 

서울의대 교수로는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와 함께 연구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재성, 김석기 및 오승하 교수 등이 이때 연구를 함께 한 동료이다. 1998

년에는 대한핵의학회에서 정준기, 이종두 교수에 이어 보험이사를 맡아 이

어 12년간 보험이사/보험위원장, 대한핵의학회/대한핵의학기술학회 연석 

보험수가대책위원장, 2001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위원, 상대

가치연구단위원, 의료행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부터는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2007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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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의학 전분야의 행위정의, 신의료기술여부, 근거중심의학, 의료행위의 

수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PET이 보험급여될 때 적응증과 적정

수가를 확정하는데 학회와 핵의학계를 대표하여 활동하였다.

1999년 인지과학협동과정 겸임교수, 2002년 뇌과학협동과정 겸임교수, 

2009년에는 신설 World Class Univeristy (WCU) 분자의학바이오제약학과

에 겸임교수를 맡아,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학생들을 지도하였고 이어 전공

의의 기초연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동수 교수는 핵의학

기초연구를 확장하려 강은주, 강주현, 김순학, 이윤상, 윤혜원을 방사선의학

연구소 선임/책임연구원, 연구교수, BK계약교수로 영입하여 인지신경과학, 

분자영상, 핵의약화학 등의 연구를 증진하였다. 2006년 핵의학교실 주임교

수를 이어받아 전공의 순환근무, 전공의 임상 및 연구 교육, 아시아지역방

문 전임의, 전국전공의 핵의학기초과학교육을 확립하여 가고 있으며, 이어 

2008년 PET협의회 2009년 동위원소협회 PET정책추진단장을 맡아 관련분

야 연구와 정책 기획과 구현에 힘쓰고 있다. 2005년에는 서울대학교생명공

학공동연구원에 참여하여 국제부장, 기획부장을 역임하고 인천자유경제구

역의 서울대학교연구공원 프로젝트인 BIT port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2007

년 강건욱 교수를 국립암센터에서 영입한 후 함께 나노의학을 통한 연구 분

야 확장을 꾀하고 있다. 

아. 정재민(鄭載民)

정재민 교수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서울대학교약학대학 약학과

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1982년 동 대학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당시 생화학 분야의 대가였던 이상섭 교수의 연구실에서 생화학 연구를 시

작하였다. 석사과정 1년 차 후반에 고창순 교수의 제안으로 핵의학에 입문하

여 방사성의약품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4년에 동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

작하여 고창순 교수와 약대 이상섭 교수의 공동지도로 한국인 대장암 세포

주 SNU-C1, SNU-C4 등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여 1989

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백창흠박사 연구실에 박사후연구원으로 연수를 하면서 당시 각광을 받던 

단일클론항체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연구를 하였고, 1993년 다시 서울

대학교병원으로 돌아와 사이클로트론 설치와 PET센터 설립에 기여하였다.

1994년에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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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을 맡고 있다. 

정재민 교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단일클론항체에 99mTc 표지법을 확립하

였고, 각종 99mTc 표지 방사성의약품을 합성 및 표지하였으며, 특히 동아제

약과 HMPAO와 MIBI의 킷트화 공동연구를 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한 적이 있

다. 또한 123I 표지 CIT 등 포함한 SPECT용 방사성의약품의 표지기법을 확립

하여 신경과의 전범석 교수와 파킨슨병 진단 연구에 기여하였다. 사이클로

트론의 도입과 함께 많은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합성하여 서울

대병원의 임상 PET 및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 중 [18F]fluoroflumazenil

은 연세대학교의 이종두 교수의 cerebral palsy 연구에 사용되어 좋은 결과

를 발표한 적 있다. 또한 발생기(generator)에서 생산되는 PET용 방사성동

위원소인 82Rb와 68Ga에 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는데, 82Sr/82Rb-

generator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여 82Rb을 공급함으로써 심근 혈류 PET 연

구에 기여하였고, 68Ga-BAPEN의 킷트화에 성공하였으며, 각종 68Ga 표지 방

사성의약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68Ga-RGD는 IAEA의 다국적 임상시험에 들

어가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188Re을 이용한 다양한 방

사성의약품을 개발하였고, 이 중 188Re-HDD/Lipiodol을 이용한 간암 치료법

은 IAEA의 다기관임상시험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188Re-주석콜로이드

는 송영욱 교수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나아가 IAEA의 다국적 임상시험에 채택되었다. 

정재민 교수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써 대한핵의학회의 

핵과학이사를 역임하면서 방사성의약품의 병원내 사용은‘제조’가 아니라  

‘조제’라는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인식을 많은 연구자, 임상의사, 식약청

관계자 등에게 교육하였고, 이는‘방사성의약품 특별법’입법 추진의 배경

이 되었다.

정재민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방사성의약품 연구

에 뛰어들어 많은 노력으로 국내연구를 이끌어 국내의 연구수준이 미국, 유

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 기초 핵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Nucl 

Med Biol의 편집위원이 되었고, 또한 서강대학교의 지대윤 교수가 2013년 

국제방사성의약품과학심포지움(ISRS) 학회를 국내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정재민 교수는 핵의학교실의 화학팀이 지금의 공간, 시설, 인력 등 연구 인

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간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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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동안의 연구역량, 국책연구과제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지정되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자. 김상은(金相殷)

김상은 교수는 1984년 군 핵의학 전공 요원으로 내과에 입국하여 내

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Johns 

Hopkins 의과대학에서 visiting research associate로서 신경핵의학 연구에 

매진하였다. 1994년 6월 귀국 후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핵의

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경핵의학의 최신 지견과 연구기법을 우리나라에 

정착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신경핵의학과 분자영상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

었다. 특히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낸 신경화학영상은 핵의학뿐 아

니라 임상의학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김상은 교수는 서울

대학교 핵의학 제1호 박사이며 이명철 교수 지도의 제1호 박사이기도 하다. 

2003년 10월에 당시 갓 개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과장

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상은 교수는 각고의 노력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임상 진료 및 연구 역량 증진에 힘써, 단기간에 핵의학과의 눈부

신 질적,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합리적인 리더십과 특

유의 카리스마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화합과 단결에 이바지하

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분당서울대학교 홍보대외협력실장에 취임하였다. 

분자영상이 미래 의학의 한 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 김상은 교수는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핵의학분자영상 분야

의 많은 국책연구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다.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도 

힘써 왔으며, 일례로 2004년부터 2007까지 4년 연속으로 젊은연구자상을 배

출한 것은 지도교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일이었다.

2008년 3월에는 전임상^임상 분자영상센터를 설립하여 신약개발에 분자

영상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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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강건욱(姜建旭)

강건욱 교수는 이명철 교수의 3학년 PET강의에 감화를 받아 1990

년 4학년 선택과정으로 한달간 핵의학파견 후 핵의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원하여 핵의학 인턴을 두 달간 근무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인턴 인수인계사항을 한글파일로 정리하였다. 1992년 핵의학을 하기 위하

여 내과입국을 하였으며 1994년 이동수 교수의 권유로 선경정보센터에서 

“sunos 4.1.x system administration”과정을 이수하고 핵의학과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최초로 인터넷을 연결하였으며 최초

의 핵의학과 홈페이지(http://nm.snu.ac.kr)를 제작 운영하였다. In vitro 실

험, 쥐의 심근경색모델 및 뇌경색 모델, 인슐린 클램프, 개의 심근경색 모델

링 등 동물실험을 세팅하였고 그 결과 1995년 전공의 최초로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하여 일본핵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

다. 1996년 내과전문의 핵의학전공 최초로 공중보건의가 되었으며 1999년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전임의 재직 중 핵의학 선택과정 학생을 지도하

였고 그 연구결과를 NeuroImage에 논문으로 실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전임의를 마치고 핵의학

전문의가 되었다. 2000년 국립암센터 핵의학과장(전국최연소 핵의학과장)

으로 부임하여 2001년 국립암센터 개원에 이바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을 받았다.

2001년 핵의학교실 2호 박사를 받고 정보전산팀장, 암정보연구과장을 역

임하면서 2005년 국가암정보센터를 발족시켰다. 국립암센터 사이클로트론, 

PET/CT(국내 2번째), SPECT/CT를 도입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건

의하는 등의 노력으로 핵의학전공 공중보건의 자리를 최초로 만들어 김석

기, 김성장, 이호영을 차례로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타 기관에서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2004년 stanford대학 분자영

상프로그램 Gambhir 교수 연구실에 방문과학자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물

용 PET/CT, 동물용 MRI, 생체광학영상장비를 도입하고 나노바이오 연구회

에 참여하여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였다. 기획 및 홍보 담당, 혁신보좌관을 

역임하면서 국립암센터 행정 및 개혁에도 힘썼다. 2007년 서울대학교 핵의

학교실 기금부교수로 발령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의무장 및 서울

대학교 암연구소 연구부장을 임명받았다. 인천청라지구 BIT Port, 외래암센

터, 첨단치료개발센터, 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 기획 실무를 맡고 있으며 서

울대 정두수, 남좌민, 이윤식, 정대홍, 현택환, 포항공대 김성지, 싱가폴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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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배성태 교수 및 Biterials Inc., Katayama Chemical Inc. 등과 나노의학분

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학회활동으로는 대한핵의학회 정보이사, 대

외협력이사를 역임하고 분자영상학회 발기에 참여하여 기획이사 및 총무이

사를 역임하고 있다.

카. 이재성(李載成)

이재성 교수는 1994년 서울공대 3학년 시절 인턴연구원으로 시작

하여 줄곧 핵의학 물리 및 의공학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뇌기능

매핑술, 추적자동력학 기법 등을 핵의학계에 전파하는 기여를 하였으며, 핵

의학회(1999), 의용생체공학회(2004), 뇌기능매핑학회(2004), 서울대병원

(2009)의 젊은연구자상과 핵의학회 학술상(2004)을 수상하고 2009년 과학

기술한림원 준회원에 선정되는 등 핵의학 영상 및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연구자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의학영상및기기 연구

회(2006)와 IEEE NPSS Seoul Chapter(2009) 창설과 2013년 IEEE NSS/MIC 

학회의 서울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13 IEEE NSS/MIC 학회의 

MIC Chair로 선정되었다. 현재 의용생체공학회 편집이사로 영문의공학회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내에서는 의과학과(2008~), WCU 뇌인지과학과

(2009~)의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2) 동원회 그룹 출신 교수

가. 이정상(李正相)

이정상 교수는 1967년 내과에 입국하여 이문호 교수의 문하생이 되

었고 동원회 그룹을 만든 초기의 주요한 한 일원이었다. 1971년 전

공의를 마친 후 내과 조교생활을 거쳐 1974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내과 전

임강사로 발령받았고 서울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1978년 응급처치부장을 

맡아 응급의학을 정착시키는 데도 일조를 하였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Memorial Hospital에서 신장내과 fellow 과

정을 거친 뒤 귀국하여 1980년 신장내과 분과를 개설하였고 분과장을 맡으

면서 신장질환의 한국적 진단 및 치료지침을 마련하였다. 1986년 중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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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1994년 임상의학연구소장, 교육연구부장, 1996년 보건의료평가단 의

과학분과위원장을 하였고 1998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학장과 국립의과대

학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현대 신장학과 투석학을 확립하였는데, 전

공의 시절부터의 노력으로 신부전환자의 치료를 위한 혈액투석 및 복막투

석을 현실화하였고 이 분야의 후진을 양성하였다. 특히 이문호 교수를 도와 

한국형출혈열의 진단, 치료를 확립하였고 여러 감염증과 신부전증 연계 연

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오하명, 안규리 교수 등 박사 8명과 석사 13명의 학

위논문을 지도하였다. 1980년 신장학회를 창립하였고 1997년 신장학회 이

사장을 역임하였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1998년『Manual of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WHO]』, 1988년『내과학 등과 급성신부전에 

대한 연구』,『사구체신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논문 330편, 국외

논문 84편이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임상 의과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33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2007년 2월 정년퇴임하였으며 2005년부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정상 교수는 동위원소진료실 초창기부터 진료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문호, 고창순 교수를 도와 연구 및 진료를 이끌어 동원회 그룹의 초창기 및 

안정화기를 주도하였고, 동위원소진료실에서 핵의학과로 넘어오는 과정에

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핵의학교실이 독립된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

움을 주는 등 성원하여 핵의학과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나. 이홍규(李弘揆)

이홍규 교수는 1976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

으며 전공의 시절 이문호 교수의 지도하에 방사면역측정법의 기

법을 정립하여 그 후 내분비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였다.

1979년 미국 보스턴대학 부속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방사수용체측정법을 

배웠고, 하바드대학 조슬린연구소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대

사 이상을 연구하였다. 연천지역의 당뇨병 코호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

초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당뇨병 역학조사를 실시해 한국인의 당뇨치

료에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했는가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생명 현상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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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노화, 당뇨병, 비만 등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미토콘드리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

리아의 양적 이상이 당뇨병 발병의 주요 원인임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해 내 

국제당뇨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당뇨병과 대사질환의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91년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장을 맡아 환자 진료와 후학 양성에 힘써 석

사학위 10명, 박사학위 16명의 논문을 지도하였다. 아시아 분자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아시아 미토콘드리아학

회 회장, 한국지질학회 회장, 대한미토콘드리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

재 의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논문은 30년간 491편을 발표하였고『내분비의학』,『내과학 총론』,

『당뇨병학 등 의학서적과 딜레마 게임』,『의사들의 생각』,『바이칼에서 

찾는 우리민족의 기원』등을 번역^편저 하였다. 

33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2009년 8월 정년퇴임하였다. 전공의 시절부터 

동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홍규 교수는 내분비 분야에서 핵의학 

이용에, 특히 방사면역측정법을 이용한 연구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다. 최강원(崔康元)

최강원 교수는 1978년 11월 호흡기내과에 전임강사 발령을 받아 근

무를 시작하였으며  1988년 10월 감염내과가 분리되면서 초대 분

과장을 맡아 감염내과학 연구와 진료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국내에서는 

처음 병원감염 및 항생제 사용에 관한 관리를 연구하였다. 1980년 하버드의

대에서 감염학에 대한 연수를 하였다. 

1988년 감염분과장, 1991년부터 12년간 감염관리실장을 맡았다. 대한감

염학회 회장,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 대한화학요법학회 회장, 대한에

이즈 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에이즈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

하였다. 2005년 감염병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

상하였다. 

병실을 회진하면서 인턴, 전공의에 대한 교육은 지시형식이 아니라 항상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환자 한 사람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 늘 시간이 모자

랐으며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문하생으로 1990년 류마티스 내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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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욱 교수 박사학위 지도에 이어 오명돈 교수, 김남중 교수, 박완범 교수 등 

21명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지도하였다. 저서로는 『항생제 길잡이』,『감

염학』등 14권이 있으며 연구논문은 원저, 증례 포함하여 396편에 이른다.

함춘내과, 의사신문, 서울대학교병원보, 대학신문, 각 신문 등에 개인 사설

에서 에이즈 관련, 조류독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실었다. 역사, 지리, 

언어 등 인문학적 지식이 넓었고 이홍규 교수와 함께『딜레마 게임』을 변

역하기도 하였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종갓집을 배경으로 우리 

풍속을 소개, 재현하여 전국민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전북 남원 삭녕 최씨 후손이다. 

32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2009년 2월 정년퇴임 하였다. 전공의 시절에 

renin-angiotensin 계의 병태생리 기전을 방사면역측정법으로 깊이 연구하

였고, 원만한 인품으로 핵의학의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라. 김성권(金聖權)

김성권 교수는 197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박사를 취득하

였다. 동원회 시절부터 이문호, 이정상 교수 지도하에 신장학을 

공부하고, 국내 신장내과 첫 전임의로서 근무 후 1982년부터 교수로 재직하

고 있다. 1985-1987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학에서 연수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중앙실험부 부장, 의료정보실장, 진료 부원장을 역임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정보 실장과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료

정보시스템(Medical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는 등, 21세기 디지털 병

원으로 개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6-2008년 대한신장학회의 이사장을 역

임하였고, 2009년에는 국제신장학회의 Counselor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한국형 출혈열의 임상상과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개발, 

사구체 신염의 병태생리기전 연구와 치료법 개발, 말기신부전의 신대체 요

법 도입과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 등 신장학 전반에 걸쳐 있다.

김성권 교수는 신장학, 내과학 분야 뿐 아니라 의료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

식으로, 동원회 내에서 백과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핵의학에도 깊은 조예

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다. 신장학 분야에서 핵의학적 방법론 

이용에 항상 적극적이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241 제4장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주요인물

P
a
rt 5
 / 서

울
대
학
교
 핵
의
학
 주
요
인
물

마. 최성재(崔成在)

최성재 교수는 197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1년 의과대학에 전

임강사로 임명되었다. 류마티스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1984년 미

국 펜실베니아대학 연수 후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다가, 1987년 8월 불의

의 사고로 타계하였다. 

최성재 교수는 대인풍의 학자이었다. 구수한 목소리와 호쾌한 웃음소리, 

순박한 몸짓이 특징이었다. 산을 좋아하였고 모든 것을 품은 큰 산처럼 다정

하고 따뜻하게 감싸 폭넓은 대인관계에서 인간미가 넘쳤다. 이 땅의 불모지

에 류마티스학이라는 분야를 심고 육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으로 불철주야 고

군분투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학문의 업적이었다. 투철한 민족관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의학박물관의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

라 의학의 태두인 송촌 지석영 선생 동상 건립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잃어버린 우리나라 의학사를 다시 찾는 일에도 매진하였다.

동원회 시절에 갑상선질환에서 99mTc 스캔, 갑상선섭취율 기법을 확립하였

다. 교수가 된 후로는 류마티스질환에서 레이노드스캔, 식도통과시간 측정법 

등 핵의학 이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3) 교실 겸임교수

가. 홍기석(洪基碩)

핵의학교실의 홍기석 겸임교수는 닥터홍내과 원장이며 현재 동원

회장이다. 1974년 입국하여 이명철 교수에 이은 동원회 의국의 2

대 전공의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공의 시절 홍기석 교수는 김

광원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갑상선 미세침흡인세포진단(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을 시작하였다. 미세침세포진단은 80년대 중반까지 동

원회/핵의학 전공의와 전임의의 고유업무로 자리잡았고, 유명희가 이를 정

리하여“갑상선세포진”이라는 책자로 집대성하였다. 80년대 후반에 병리과

로 인계하여 갑상선종 진단에 일상검사가 되었다. 1972년 2월 군의관 복무

시 미국 시카고 마이클리스병원에서 연수 하였고 귀국하면서 Bar phantom

과 Fluid phantom을 가지고 와 의국에 기증하였다.

홍기석 교수는 군복무 후 원자력병원에 임용되어 각종 종양환자에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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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이용한 흡인세포진단을 병리과의 장자준 과장(현 서울의대 병리과 교

수)과 함께 시행하여 임상에서 쉽게 응용가능한 시술로 확대하였다. 홍기석 

교수는 서울내과로 전직하면서 당직의사로서 정현채(현 서울의대 내과 교

수), 이동수, 오명돈(현 서울의대 내과 교수) 등 뿐 아니라 전담의사로서 김

연수(현 서울의대 내과 교수) 등을 배출하였고 고창순 교수 퇴임에 즈음하여 

조각가 이영학에게 의뢰하여 이명철, 정준기 교수와 함께 고창순 교수의 흉

상을 제작하는 등 고창순 교수와 각별한 사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울내과’에서 신성해(동원회 1981년 입국)와 함께 하면서‘홍&신 내

과’로, 이어서‘닥터홍내과’로 개칭한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2006년 PET/

CT를 설치하고 2007년에는 핵의학교실의 겸임교수로서 핵의학교실 전공의

의 내과 파견 지도를 하고 있다. 홍기석 교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핵의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명실 공히 동원회 회장과 겸임교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나. 김종순(金鍾淳)

김종순 교수는 2009년부터 교실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2010년 4

월 원자력의학원장을 마치고 현재 해운대 백병원에 근무하고 있

다. 한일병원 내과/핵의학과 재직 중, 대한핵의학회의 전문의제도 추진위원

회 위원장으로 기여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명철 교수를 도와 원전지역

주민 방사선장해 역학조사를 수행하면서 핵의학과 방사선방어학 분야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방사선보건연구원을 창설하고 기관 

토대를 구축하였다. 젊어서부터 방사선생물학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 단

위의 원자력재해 발생시 대응책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담당하여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가 되었다. 2007년 원자력의학원 체제가 출범한 후 초대 원자

력의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동위원소협회 이사 및 방사성의약품특별법추

진위원회 위원장으로 5년 이상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원자력응용의학진흥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종순 교수

는 핵의학을 포함한 원자력의학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원만한 인품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 분야의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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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무(林常武)

임상무 교수는 1980년 내과에 입국하며 핵의학을 시작하였다.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국군수도병원 핵의학과장으로 3년간 재직하

였고 1986년 핵의학과 전임의로서 연수한 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

병원에 재직하고 있다. 미국 NIH(1990~1991) 및 UC Davis(1995~1996)에

서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핵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 연구하였고, 1997

년 우리나라 세 번째 PET 도입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대전류 사이클

로트론 도입 등을 주도하였다. 임상무 교수에 의해 도입된 50 MeV 사이클로

트론은 우리나라에 123I, 201Tl, 67Ga 사용을 보편화시켰다. 핵의학 연구를 핵

의약화학과 방사선생물학연구까지 확대하여 차세대 핵의학을 구현하는 데 

애썼고, 1990년대 중반에는 이명철 교수를 도와 원자력중장기 기획을 완성

하여 이후 10년간 원자력응용의학 연구에 도약을 이끌었다.

2002년 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 사고나 테러 시 응급진료체계를 담당하

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립하여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2009

년에는 원자력의학원에 PET과 3T MRI를 도입하여 PET/MRI를 구성함으로

써 하이브리드 핵의학영상의 차세대를 견인하고 있다. 임상무 교수는 1998

년 핵의학교실 설립부터 현재까지 핵의학교실의 겸임조교수-교수로서 핵의

학교실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 최창운(崔昌運)

최창운 교수는 1985년 동원회에 입국하여 내과전문의를 취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 핵의학과장으로 군복무후 원자력병원 핵의학

과장 취임후 줄곧 핵의학교실의 겸임조교수-교수로서 원자력병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최창운은 1985년 동원회에 입국시 내과 전공의로서 군주특기

를 선택할 때 내과(710)이 아니라 핵의학과(717)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

로 알려졌고 동원회 연구/임상 여러 분야 중(혈액, 갑상선, 신장, 감염, 류마

치스, 핵의학) 적극적으로 핵의학을 선택하여 이후 내과 겸임 없이 핵의학을 

추구한 생애를 살아 왔다.

원자력의학원에서 임상무 교수를 이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을 역임

하였고, 원자력병원장으로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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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김석기(金石基)

김석기 교수는 1996년 확립된 핵의학전공의 제도로 입국한 첫번째 

전공의로서 류종걸, 민정준, 배문선, 신중우, 이재성, 천경아, 최

준영 등 8명과 함께 또 한 그룹의 핵의학 개척자로서 선구적인 생애를 개척

하였다. 내과를 마치고 전임의로 근무한 소영, 여정석, 강건욱 등과 임상팀

을 구성하였으며 새로이 연구팀을 구성한 핵의학물리 분야의 김경민, 이재

성 등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핵의학의 미래를 꿈꾸는 전공의 시절을 보

냈다. 공중보건의 근무 중 신설 국립암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이후 

국립암센터의 강건욱 과장을 도와 핵의학과 의사, 과장, 연구과장 겸임 등

을 하며 국립암센터를 국내 최고의 핵의학 연구시설로 만들어 이를 이끌고 

있다. 2005년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연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전

공의를 받아 순환근무를 지도하며 핵의학교실의 겸임교수이자 수련책임자

로서 일하고 있다.

바. 천기정(千基正)

천기정 교수는 군복무 후 1997년 2기 전공의로 입국하였다. 군복무 

중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앙골라에 파견을 자원하였고 이러한 진취

적인 정신으로 핵의학을 전공으로 삼아 전공의 시절 생산적인 연구와 임상

진료에 몰두하였다. 수련을 마치고 바로 원자력병원에 자리를 잡아 과장, 주

임과장,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부장 등을 거치며 줄곧 핵의

학교실 겸임 조교수, 부교수로 교실의 비전 구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

기술부의 원자력의학연구를 이끄는 주역으로, 핵의학교실이 배출한 강주현 

박사, 김경민 박사 등을 핵심파트너로 받아들여 분자영상과 영상기기/물리 

연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린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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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직

가. 서일택(徐壹澤)

서일택 전 기사장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1969년 11월 1일부터 어린이병원이 있는 자리에 빨간 벽돌로 지

은 3층 연구동중 1층에 위치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

으며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고창순 교수가 본원 진료실장을 맡으면서 국가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로서 최초로 근무하게 되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적혈구수명측정으로 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정상치를 측

정하였고 대변에 배출되는 혈액량 측정을 위한 실험과 Dot scanner를 이용

한 갑상선스캔, Rate meter로 레노그람을 하였다.  1970년 아보트사의 티록

신 레진섭취율을 시작으로 방사면역측정법(RIA)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RIA

의 도입으로 바쁜 하루였으나 야간대학에 진학하여 1973년에는 명지대학

교 공과대학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1974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하였다. 

1978년 부속병원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법인화 되

면서 동위원소실에서 핵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사장제도가 시행하게 

되어 처음으로 기사장발령을 받았다. 

해외연수로는 1978년 일본 교토대학병원 연수, 1989년 미국 워싱톤대학병

원 연수 등 다수 이며, 1987년 과학기술처장관 표창, 1993년 서울대학교병

원장 공로상, 199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상, 1998년 핵의학회 공로상, 

2000년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상을 받았다. 외래교수로 고려대, 원광대 

등에 강의를 하여 후배양성에 공헌하였으며 저서로는 1987년『임상핵의학

기술학』(고려의학), 1992년『방사면역측정법』(고려의학)을 출판하였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1985년 대한핵의학검사학회 회장, 

1993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장을 맡아 핵의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2002년 말 정년퇴직하였다. 퇴직 후 대한핵의학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

겨 핵의학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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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규진(曺圭袗)

조규진 전 기사장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1976년 7월 1일 지금의 어린이병원 자리에 있던 방사성동위원소

진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1979년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를 취득하였고 현재의 핵의학 영상기술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1983년 체내검사실 수석기사 임용을 받았고 이후 많은 방사선사들

을 교육하여 매년 설립되는 병원들의 동위원소실이나 핵의학과 영상실을 개

설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외연수로는 1978년 일본 동경도립노

인병원, 1985년 미국 Michael Reese 병원 등에 다녀왔으며 고려대 보건대학

에서 학생 강의를 맡아 후학을 양성하였다.

1983년 대한핵의학기술연구학회 재무부장,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

핵의학기술학회장을 역임하면서 2006년 세계핵의학회 기술학회 부문의 발

족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하였고 2005년에는 국제학회 부

문 회장을 맡아 세계핵의학회 기술학회 부문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공헌

하였다. 

2000년에는 2년간 IAEA DAT 교육을 이끌었고 2003년 기사장으로 승진하

였으며 30년 6개월 근무 후 2006년 12월 명예퇴직하였다. 한편 1983년부터

는 병원 산악회에 몸담아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산악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도 하였다.

다. 김현주(金賢珠)

김현주 기사장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1975

년 4월 14일 옛 건물인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하

였다. 근무 초기에는 동위원소실장 비서업무, 접수업무, 판독 타자업무, 행

정보조업무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2년 후부터 검체검사실로 옮겨 임

상병리사 업무를 하였다. 1979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취득하

였고, 1980년 이후 RIA 검사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검

사실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검사실무, 정도관리 등을 교육하여 RIA의 전성

기를 이루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1978년 일본 시즈오카 약대, 1995년 일본 

교토대학병원 등에서 연수하였다. 1983년 체외검사실 수석기사 임용 후 진

료와 각 과의 임상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검체검사실을 이끌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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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9년부터 참여한 외부정도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RIA

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3년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

술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 핵의학기술학회 검사학회 재무부장, 이어 정도

관리이사 등을 역임하며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후배 교육에도 노

력을 기울여 해마다 수준 높은 RIA 관련 논문을 발표하도록 지도하고 이끌

었다.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기사장을 맡고 있다.

라. 이인원(李仁元)

이인원 팀장은 신구대학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1984년 3월 2일 수습

생으로 핵의학과에 첫 발을 딛게 되었다. 1987년 일본 오사카순환

기센터에서 핵의학장비 정도관리를 연수하였고 1991년 방사성동위원소 취

급자 일반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4년 국내 최초 PET센터 개소에 필요한 사

이클로트론과 PET 장비 설치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1997년에는 소아검사실 

수석기사에 임용되었다. 1999년 대한핵의학기술연구학회 총무이사, 2005

년 부회장, 2007년 방사분과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PET 위원회 초대위

원장을 맡아 PET 영상장비와 사이클로트론 등의 기기 교육, 정도관리 프로

그램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심포지움을 열어 PET 

검사증가와 함께 직무교육에 힘썼다. 2002년 중반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개설업무에 참여하였으며 2003년 3월 본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핵의학과 운영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에는 대한핵의학기술학회 국제교류위원회장을 맡아 정보 공유, 해

외 관련학회에 우수한 논문 발표 등 국내 핵의학기술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