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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의 변천

이준상*ㆍ김옥진*

서 론

개칭한 후

1987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신

설에 따라 기존의 수행업무에서 식품의약품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

안전성평가 업무를 이관하였고

1996년 식품

강한 국가의 확립을 위하여 그 업무를 다해온

의약품안전본부의 신설에 따라 관련 4개 부서

국립보건원의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과거

를 이관하고 국립보건원은 기존의 업무 대상

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발전 모습을 여러 각도

인 감염성질환과 새로이 성인병과 같은 비감

로 조명하여 앞으로의 모습을 정립할 때 기초

염성 질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방대한 자료

1998년에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폐지되면서

를 정리하게 되었다

국립보건원 훈련부로 통합되었으며

자료의 정리 과정에서

보건의료

1978년 이전의 자료는 박(1978)의 논문을 검증

인의 국가시험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

작업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였다

1978년 이

1999년에는 역학조사와 방역업무의 강

후의 자료는 관보에 실린 조직의 직제 개정 내

화를 통하여 감염성질환에 대한 신속한 국가

용과 연월일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립보건원내에 감염

오늘의 국립보건원은 1963년 12월 16일에

질환부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국립보건원

국

은 격동하는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명칭의 변

립생약시험소 및 국립보건원을 통합하여 이루

동과 관련 기구들의 조정을 경험하며 변화를

어진 연구기관이다 이후 국립보건연구원(1967)

거듭하였다

으로 개칭되었고

은 국민보건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기존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1978년에 국립환경연구소의

이러한 국립보건원의 변화 양상

신설에 따라 환경관련 부서를 폐지하였으며

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1981년 11월 2일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안전성

여

연구부의 신설과 함께 국립보건원으로 다시

원의 연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국립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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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관점에서 조정되었다

국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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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방역연구소

1) 조선방역연구소

① 조선방역연구소(1945 8 15–1946 2)
② 국립방역연구소 전기(1946

일제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12년 10

2–1949

월 1일 조선총독부 경찰국 위생과에 세균실을

12 6)
③ 중앙방역연구소(1949

12

설치하였으며

7–1959

전염병 예방약의 생산 등이었다

12 17)
④ 국립방역연구소 후기(1959
1963

12

업무는 세균검사와 병균제조

12

18–

1919년 3월

에 병균제조업무가 수축혈청제조소로 이관되
었다가 1948년 다시 환원되었다

15)

2) 국립화학연구소

1920년 8월에 세균실은 세균검사실로 개칭

① 국립화학연구소 전기(1945

9

24–

되었으며
였다

1949 11 6)
② 중앙화학연구소(1949

11

7–1960

8

콜레라 백신 및 치료혈청을 생산하

이 후 세균검사실은 각종 예방약 및 질

병의 내복약도 생산하여

1934년에는 예방약

및 치료혈청의 종류가 66종으로 증가되었으며

11)
③ 국립화학연구소 후기(1960

8

12–

발진티프스의 연구업무도 시작하였다
1943년에 후생국 보건과 소속인 세균검사실

1963 12 15)
3) 국립생약시험소

을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속 세균검사소로 개

① 중앙생약시험장(1954 1 18–1960 8

편하였으며 정원도 43명에서 84명으로 증원하
였다

11)
② 국립생약시험소(1960

8

1945년 해방 직후 기존의 세균검사소는 조

12–1963

선방역연구소로 개칭되었고 9월 24일에 미군

12 15)
4) 통합 이전의 국립보건원

정법령 제1호에 의한 위생국이 신설되면서 그

① 모범보건소(1946 10–1949

소속도 위생국 산하의 연구소가 되었다

7 13)

② 중앙보건소(1949 7 14–1958 12 31)
③ 국립중앙보건소(1959 1 1–1959 12

2) 국립방역연구소(전기)

17)
④ 중앙보건원(1959 12 18–1960 8 11)
⑤ 국립보건원 전기(1960

8

1945년 10월 27일에 미군정법령 제18호에

12–1963

12 15)

의하여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개칭하면서
조선방역연구소는 국립방역연구소(1946)로 그

5) 통합 이후의 국립보건원(1963

12

16–

1967 2 10)

명칭을 개칭하였으며
사였고

6) 국립보건연구원(1967 2 11–1981 11 1)
7) 국립보건원(1981

11

초대 소장은 奇龍肅 박

2대 소장으로는 李炳學 박사이었다

1946년 2월 19일에 미군정법령 제64호로 보

2–현 재)

건후생국이 부로 승격하면서 국립방역연구소
는 보건후생부 연구국의 소속으로 되었고

1

국립방역연구소(National
Health)

Institute

of

당

시 인원은 152명으로 해방전의 세균검사소에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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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부터 1948년의 정부수립까지의 조직

년에는 병독검정소를 병설하였다

은 8부 1과 25실 1개 분소와 연구실발표회 및
제조실발표회가 있었다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24일에 위생국이 설
치되면서 위생시험소를 국립화학연구소로 개
칭하였고

4) 중앙방역연구소 및 국립방역연구소

3)

초대 소장으로 韓龜東 박사가 취임

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후기)

사회부 보건국 소속이었던 국립화학연구소는
1949년 12월 7일에 대통령령 제227호의 공
포로 국립방역연구소가 중앙방역연구소로 개
칭되었으며

보건부 직제가 공포(1949년 7월 25일)되면서
보건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었다

이 연구소는 전염병의 예방과 치

료에 관한 과학적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보건부장관직령으로 설치되었고
업무는 인체 전염병의 기초의학적

2)

주된

(후기)

역학적

미생물학적 연구조사 및 전염병 예방과 치료
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연구

생약 또는 검

1949년 11월 7일에 대통령령 제212호의 공
포로 기존의 국립화학연구소는 중앙화학연구
소로 개칭되었다

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1956년 제3대 소장으로 尹裕善박사가 취임
하였고

3) 중앙화학연구소 및 국립화학연구소

1957년 11월 15일에 현재의 국립보건

중앙화학연구소는 보건에 관한 화학적
학적 연구 시험 및 제약공업

약

식품공업기술의

원 위치(서울시 녹번동)에 중앙방역연구소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부 장관 소속하

신축공사가 착수되었다

에 설치하였으며

1959년 12월 18일에 국무원령 제53호에 의
하여 기존의 중앙방역연구소를 국립방역연구
소로 다시 개칭하였으며
을 완료하였고

1960년 6월에 이전

1962년 12월에 녹번동 신청사

주요업무는 위생과 약품에

관한 의뢰시험의 시행

제약공업과 식품공업

기술에 관한 연구 및 지도

국민영양과 한약

및 생물화학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음식물

과 약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었다

에 실험본관이 준공되었다

1960년 8월 12일에 국무원령 제56호에 의하
여 중앙화학연구소를 국립화학연구소로 다시

2

국립화학연구소(National Chemical La-

개칭하였다

boratories)
3

Herb Medicine)

1) 국립화학연구소(전기)

중앙생약시험장

1910년 9월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부설기관으로

위생시험실이

국립생약시험소(National Laboratory of

신설되었으며

직제(대통령령

제862호

1954년 1월 18일)의 공포로 중앙생약시험장이

1928년에 위생시험실을 위생시험소로 개편하

설치되었으며

면서 그 조직 또한 6개부로 확충하였으며 1943

와 그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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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재배기술의 연구 및 지도
종묘의 번식과 보급을 위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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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회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였고

원장 밑에 보건행정학부

1960년 8월 12일에 국무원령 제57호의 공포

학부

보건학부 및 환경위생학부의 5부를 두

에 의하여 중앙생약시험장을 국립생약시험소

었다

로 개칭하였다

역학부

통계

중앙보건소의 3대 소장으로 李鐘鶴 박사가
1954년 9월 10일에 취임하였으며

4 통합 이전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

월 13일에 보건소법(법률 제406호)이 공포되었
고

tute of Public Health Training)

1956년 12

1957년 12월에 보건사회부 방역국 중앙보

건소에서 보건소 보건요원의 단기교육(의사반
2주간

1) 2) 모범보건소 및 중앙보건소

간호원반 3주간

위생지도원반 1개월

간)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초에 방역국 보건과 주관의 보건요

1935년에 조선총독부의 주재로 설치된 보건
원양성소에서 보건간호업무에 종사할 부녀요
원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946년 10월에 국

원 훈련사업이 중앙보건소로 위임되었으며 시
범보건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립기관인 모범보건소가 발족되었고 초대 소장

3) 국립중앙보건소

으로 盧德三 박사가 임명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기존에 창설되었던 보건관계 기관 중 중앙

서 모범보건소 2대 소장으로 李溶昇 박사가 취
1949년 7월 14일(대통령령 제145

성병원(1949년 창설) 중앙결핵원(1949년 창설)

호)에 중앙보건소로 개칭된 직제가 공포되었으

및 중앙간호연구원(1954년 창설)의 3개 기관을

며

1958년 12월 31일에 중앙보건소로 통합

임하였으며

소장 밑에 45명(정원 15명

촉탁 30명)의

공무원으로 보건과와 서무과를 구성 배치하였

되어 국립중앙보건소가 되었다
국립중앙보건소는 중앙성병원의 성병환자의

보건과 밑에 6개 과를 두어서 다음과 같은

다

치료 및 성병예방에 관한 업무와 중앙결핵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의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업무
1 유유아과∶유아

흡수

미취학아동의 보건지도

2 임산과∶분만보조 및 임산부의 분만지도

중앙간

호연구원의 보건간호원의 훈련업무를 이관하
여 수행하였다

3 결핵과∶결핵환자와 근접자의 보건지도

4) 5) 중앙보건원 및 국립보건원 전기

4 성병과∶성병예방의 지도
5 구강과∶구강위생의 지도
6

중앙보건원 직제(대통령령 제1 542호

보건교육과∶환경위생지도 및 기타 보건

1959

년 12월 18일)가 공포되면서 국립중앙보건소는

계몽선전

발전적으로 해체(1959
1953년 중앙보건소내에 공중보건원을 개설

12

31)되고

그 업무

는 중앙보건원으로 이관되었으며 李炳學 박사

하여 공중보건 관련 인원들의 교육을 실시하

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였으며

소의 서울 중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개하

초대 원장으로 韓凡錫 박사가 취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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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보건사업은 중앙보건원으로 이관하였고

1716호)의 공포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제2대 원장으로 尹裕善 박사가 임명되었다

역연구소

중앙보건원은 국무원령 제54호(1960년 8월

국립방

국립화학연구소 및 국립생약시험소

의 4개 보건관계 연구기관을 통합하고

초대

12일)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원장으로 尹裕善 박사가 취임하였다

통합된

동년 10월 8일에는 신축된 녹번동 청사로 이전

국립보건원은 국민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하였다

평가

국립보건원 직제 개정령(국무원령 제160호

보건요원의 기술훈련

그 치료약품의 생산 및 시험

전염병 예방과
의약품과 식품

1960년 12월 30일)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의 설

의 시험 및 제조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담

치는 보건요원의 기술훈련과 보건사업의 조사

당하였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하였다

국립

조직은 원장

보건원의 조직으로 훈련부와 서무과를 두며

科

훈련부 밑에 교무국을 두었다

부(교무課

훈련부에서는 보건행정
학교보건
건

환경위생

보건교육

역학

산업보건

보건검사기술

영양

구강보

방사선기술

건간호 및 보건통계에 관한 조사

보

연구평가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보건科

균科

모자보건

평

부원장 밑에 조사연구부(보건

교수課)

병독科

부(표준科

영양科

1국

세

동물관리科 혈청科) 화학연구

식품科
5課

훈련

미생물연구부(검정科
물리화학科

시험場) 및 관리국(총무課
4부

보건검사科)

13科

제약科

관리課

생약

용도課)의

1場을 두었다

1964년

3월에 녹번동 3층 본관을 미생물연구부와 화

가사업의 추가로 1961년 7월 1일에 보건사업

학연구부에서 사용하였고

평가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물을 훈련부와 조사연구부에서 사용하게 되었

1962년 1월 1일에 공무원 훈련법(법률 제754
호)이 공포되면서 국립보건원은 보건기술분야

으며

기존의 삼청동 건

2대 원장으로 1964년 3월 9일에 金洙明

박사가 취임하였다

의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제1차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 042호

1965

1962년 7월 2일에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

년 1월 23일)으로 부원장 직속 의약고시과를

원 등 훈련규정(보건사회부령 제84호)의 공포

두었으며

로 의사

와 훈련부를 통합하여 조사훈련부로 개칭하였

간호원

보건요원의 훈련을 담당하

였다

으며

보건고시반을 국립보건원에 신설(보총 제
140호

부

1963년 1월 8일)하여 보건사회부 본부

에서 실시하여 오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관리국을 사무국으로

검정부를 신설하였으며
5課

조사연구부

조직은 1국

4

15科였다

1965년 5월 3일
가 취임하였고

3대 원장으로 尹裕善 박사

1966년 12월 28일 4대 원장으

및 간호원의 국가고시업무를 이관 받았다

로 洪文和 박사가 취임하였다

5 통합 이후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

6 국립보건연구원

tute of Health)
1967년 2월 11일에 대통령령 제2 911호에
국립보건원직제(1963년 12월 16일

각령 제

의하여 국립보건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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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였으며
과

조직을 사무국(서무과

보건고시과)

훈련부(교무과

검정업무

교수실)

생물부(세균 제1과 세균 제2과 병독과
검정과
1과

제품과

동물과)

화학분석 제2과

생약과)

공해과

국

4부

기생충과

1실

마약시험과

요품

곤충과)로 개편하여 1
국립보건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보
건요원의 훈련
조사

의료약품 및 식품의 시

조직개편에 의한 당시의 조직은 1

설하였다
국

6부

7課

22科

19담당관 1분원이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신설에 따라 위생부의 수
질보전과

대기보전과

환경위생연구담당관

위생공학담당과 및 공해연구담당관을 폐지하
였고 담당업무를 이관하였다(대통령령 제9 116
호

전염병의 예방약품과 그 치료

약품의 생산 및 연구
험

방사선담당관을 폐지하고 방사선표준부를 신

제약과

첨가물과

17科로 하였다

4課

생물

약품부(화학분석 제

위생부(식품분석과

과

미

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분원을 두도록 하였고

1978년 7월 28일)
1978년 3월 29일에 7대 원장 申瀁植 박사가

취임하였다

연구 및 평가와 전염병 및 환경위생

의 과학적인 연구와 시험 조사 평가 및 마약

7

국립보건원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
1981년 11월 2일에 대통령령 제10 566호에

다
1967년 7월 21일에 본관 서편에 훈련부 청
사를 준공하고

삼청동에 있던 동 청사를 이

1969년 4월 3일에 대통령령 제3 875호에 의
하여 뇌염연구소를 신설하고
독성시험科

었으며
1연구소

연구소 내에 관

매개곤충科와 역학科를 두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은 1국
1실

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5課

20科였으며

서의 담당관을 과(科)로 개편하였다

5대 원장은

5부

6課

16科

또한

연

분하여 조정하였다
1982년 6월 28일에 8대 원장으로 池達顯 박
사가 취임하였고

1987년 10월 26일에 9대 원

장으로 白承福 박사가 취임하였다
1988년 8월 11일에 대통령령 제12 504호에

1970년 2월 13일에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
4 595호)하여 1국

연구부

구직 공무원의 계급을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

4부

許鎔 박사가 1969년 5월 1일 취임하였다

을 두었으며

기존의 부원장직을 폐

지하고 안전성연구부를 신설하였으며

전하게 되었다

리課

의하여 기존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

22담당관

의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인 HIV감염에 의한 에이즈에 대한

기존의 뇌염연구소를 폐지하고
연구

국가적인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담당

풍토병진단과를 후천성면역결핍증과로 개칭하

관을 신설하였다

고

방사선표준부와 병독부를 신설하였으며

1972년 2월 16일에 미생물부에 감염질환의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1989년 3월 8일에 10대 원장으로 李晟雨 박

발생 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역학조사과
가 신설되었으며(대통령령 제6 048호)

1974년

HIV 감염자의 진단과 그 예방대책 마련을

사가 취임하였고

1993년 4월 6일에 11대 원장

3월 4일에 6대 원장으로 韓寬燮 박사가 취임하

으로 柳元夏 박사가 취임하였다

였다

년 10월 26일에 12대 원장으로 李康樞 박사가

1977년 3월 16일에 대통령령 제8501호에 의

취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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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趙炳倫 박사가 취임하였다

개명·개편하였다

사회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하

위법령의 제·개정으로 보고해야 할 전염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종류가 2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품의약

고

보고가 되지 아니하였던 성병(7종) B형간

품안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1996년 4월 6일

염

인플루엔자

대통령령 제14 971호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의

질환으로 전환하여 2 500여 표본감시의료기관

약품부

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다

위생부

관하였다

생약부와 방사선표준부를 이

또한

심장질환과

종양연구과

퇴행성질환과

함하는 특수질환부를 신설하였으며

해외유행전염병을 표본 감시

수집·분석·환류하는

대사질환과 및 유전질환과를 포
이에따라

이러한 정보를

담당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국립보건원 마산분원을 폐지하고 그 인
력으로 전염병정보관리과를 신설하였다

국립보건원은 감염병 연구 뿐 아니라 성인병
질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신

또한 특수질환부의 종양연구과는 국립암센
터가 생김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며, 감염질환

1998년 9월 23일에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보건의료인 등의

부의 기획통계과는 기획연구과로 개명하면서
원장직속으로 하였다

국가시험관리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에 이관하였다

지나온 국립보건원의 변천을 살펴보았을 때
유행하는 질병의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1998년 12월 31에는 공무원훈련기관 정비계

연구 및 방역 사업의 우선 순위 변화와 사회적

획에 따라 폐지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훈련

인 요구에 따른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 하였으

부로 통합하였다

며

국가적으로 각종 감염성 질환을 신속하고

이러한 조직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보건원에는 뇌의약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학연구센터와 중앙유전체연구소가 부설되었다.

에 대통령령 제16 356호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새로 개편될 국립보건원의 직제 및 명칭은 표

내에 감염질환부를 신설하였다

1과 같다

감염질환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방역과를 포함하여
역학조사과와

기획통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결 론

감염질환부의 신설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일
원화된 국가적인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
하고자 하였다
국립보건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

과거의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는 작업은
그 대상이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중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

을 도모하고자 원장을 외부에서 공채하기로

하여 지나온 최선의 노력들을 기념하고

하여 1999년 6월 14일에 14대 원장으로 李駿商

효율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박사가 취임하였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립보건원의 조직은 5부(감염질환부

훈련

보다

국립보건원의 연혁과

발전 모습을 정리하고자 자료를 조사하며

가

부

세균질환부

바이러스질환부 및 특수질환

능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적고자 노력하였다

부)

7課

1분원(마산)에서 2000

12

향후 보다 발전된 조직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전염병예방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직제를

연구를 통하여 국립보건원이 국민 보건을 위

15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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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ㆍ김옥진∶국립보건원의 변천

표 1

국립보건원의 직제 및 명칭
원

전염병관리부

보건복지
연 수 부

장

세 균 부

바이러스부

생명의학부

서 ·방 역 과

·교육지원과

·장내세균과

·소 화 기

·뇌신경질환과

무 ·역학조사과

·교 학 과

·병 원 체

바이러스과

·심혈관질환과

과 ·전염병정보

·교육기획과

관 리 과

방어연구실

·신 경 계

·대사영양

·리켓치아과

바이러스과

질 환 과

·호 흡 기

·호 흡 기

세 균 과

바이러스과

·내성세균과

·의동물과
·면역결핍
연 구 실

하여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훗

날 다시 국립보건원의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
는 경우에 보다 많은 자료가 정리되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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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 e v e lo pm e n t o f N a tio n a l In s t it ut e o f H e a lth

K o re a

Joon–S ang Lee*·Ok–Jin Kim*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63 integrating four institutes;
Chemical Laboratories
Training

The root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National Laboratory of Herb Medicine and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wever

goes down to the Bacteriology Laboratory

opened in 1912 with the

function for microbiological testing and pox vaccine development which was absorbed into the former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 1948 w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augurated
The Institute opened a satellite office the Masan Branch in 1977 and was further expanded adding
the Divisions of AIDS and Biotechnology in 1988
In 1996

as a part of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was founded by expanding the Toxicology Research Institute

to which all the

functions of testing and certifying foods and drugs were transferred Simultaneously a new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was organized

which currently consists of five divisions; the

Divisions of Cancer Research Degenerative Diseases Cardiovascular Diseases Metabolic Diseases and
Genetic Diseases
In 1999 in order to provide a rapid and effective disease control the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was newly founded merging the Division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these steady and significant changes the NIH together with the training of health manpower
has become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research prevention and control of various diseases of public
health importance in Korea
Key Words∶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Korea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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