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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defines underlying disease associated with heart 

disease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1). 

Population ageing is expected to increase the medical expenses and arises the 

socioeconomic burden.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build the policy 

condition sui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control and enacted act named 

‘Cardiovascula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2016.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formulate master plans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ntrol 

every five years and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 detailed execution plan.  

Second, the Minister shall perform research projects for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diagnosi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of. Third, the Minister shall provide research statistics services 

to collect statistics on incidence rates, recurrence rates and mortality of cardiovascular  

patients. Forth, the Minister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gathering information on 

cardiovascular disease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and providing such information 

to citizens efficiently. Fifth, the Minister may designate the cardiovascular center 

which performs a role of the prevention, research statistics services, acu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etc. of the relevant area. 

 Therefore, this Act is enacted its enforcement decree & rul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and formulated the first phase of cerebrovascular 

disease master plans on the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1) CVD 24.8%, Cancer 27.9% of all death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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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질환으로서 최근 10년간 전체 사망원인

의 2위 또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2).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성과를 유지·확산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발생률, 재발률, 사망률 등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

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넷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에 필요

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조사통계, 급성기 치료 및 재활등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하고,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하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 201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