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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는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후

천성 비가역적 인지기능의 저하를 의미한다. 뇌졸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며, 알츠하이머성 치매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고령, 흡연 등 혈관성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뇌의 대혈관 

혹은 소혈관 폐색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대뇌 피질 혹은 피질하부의 연합 신경 섬유가 파

괴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되는 혈관병리나 치매를 일으킨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발성 

뇌경색 치매(multi-infarct dementia), 피질하 허혈성 혈관성 치매(subcortical ischemic 

vascular dementia), 폐색에 의한 단일 병변에 의한 치매(strategic infarct dementia), 

hypoperfusion dementia, hemorrhage-associated dementia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strategic infarct dementia는, 미상핵(caudate nucleus), 내측 전두엽(mesial frontal lobe), 

내포 슬상부(genu of internal capsule) 등에 발생한 단일 병변으로 인하여 치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 혹은 불완전 경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

질변성(leukoaraiosis; white matter hyperintensity)은 주로 전전두엽-피질하 회로

(prefrontal-subcortical circuit)을 손상시킨다. 이에 의해 기억 장애 등 전통적인 치매의 

증상보다는, 정신완서(bradyphrenia), 실행증(apraxia) 등의 피질하증상(subcortical 

dysfunction)이 나타날 수 있다. 

 혈관성 치매를 시사하는 임상적 특징으로는, 뇌졸중 후 갑자기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의 경과는 다른 치매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발생 후 

서서히 악화하는 경과를 보일 수 있으며,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에서는 임상적으로 

뚜렷한 뇌졸중 발생 병력 없이 서서히 나타나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뇌졸중에 의한 국소적 신경학적 징후(localized neurological sign)가 있으면 혈관성 

치매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혈관성 치매의 진단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NINDS-AIREN 기준(Table 1)이 가장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혈관성 치매의 치료는, 혈관성 위험인자(vascular risk factor)에 대한 조절과 치매 

자체의 치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혈관성 위험인자 중에서는 혈압과의 관련성이 가장 잘 연

구되었다. 유럽에서 시행된 수축기 고혈압 연구(Syst-Eur study)에서, 평균 3.9년 동안 관

찰한 결과 장기적인 고혈압 치료를 통하여 치매의 위험도를 55%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발

표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알츠하이머 성 치매에서 주로 사용되던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

제(cholinesterase inhibitor)가 혈관성 치매에서도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특히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전뇌 기저부(basal forebrain)의 콜린성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뇌 피질하 연합섬유를 통하여 대뇌 전 영역으로 연결되는 콜린성 

신경세포가 백질변성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혈관성 치매 환

자를 대상으로 갈란타민(galantamine)을 투여한 결과,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인지기능, 일상

생활 등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혈관성 인지 장애(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환자의 절반이 5년 후 치매로 

진행되며 혈관성 치매 환자의 5년 사망률이 60%임을 고려한다면, 혈관성 치매를 조기에 발

견하여 혈관성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치매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