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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흰쥐의 운동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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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ask oriented Training on Motor and Cognitive 
Function in Alzheimer's Dementia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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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β-amyloid 주입)시킨 흰쥐의 운동 및 인지기능 회복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Sprague-Dawley계 흰쥐 30마리를 무작위 할당하여 치매 유발 이후 
어떠한 처치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n=15), 치매 유발 이후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한 실험군(n=15)으로 나누었다. 훈련
은 4주 동안 주 3회, 1일 1회, 20분간 시행하였다. 흰쥐들의 인지 및 운동기능 평가는 8자 미로 검사와 가로대 걷기 
검사를 시행하였다. 8자 미로 검사는 시기별 군간 차이에서 14일과 28일에 유의한 차이를(p<.001) 보였다. 두 집단의 
시기별 측정값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또한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다리 
걷기 검사는 시기별 군간 차이에서 14일과 28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두 집단의 시기별 측정값의 차이도 
유의하였다(p<.001). 또한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상의 결과 알츠하이머 흰쥐에게
과제지향훈련은 운동 및 인지기능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과제지향훈련이 알츠
하이머 치매환자의 운동 및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ask oriented training on motor and 
cognitive function recovery in rats with induced Alzheimer's dementia. Thirty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control group (n=15) and an experimental group (n=15). Training was given three
times a week, for 20 minutes a session for 4 weeks. The cognitive and motor functions of the rats were
evaluated by an eight arm radial maze test and ladder rung walk test. The eight arm radial maze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time of day 14 and 28 (p<.001). The 
difference in measured values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p<.001). 
Additio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ime and the group interaction (p<.001). The
ladder rung walk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time of day 14 and
28 (p<.001). The difference in the measured values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p<.001),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ime and the group interaction 
(p<.001). As a result, task oriented training for Alzheimer's dementia ra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covery of motor and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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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은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전과 향상된 경제 
수준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증가되면서 2017
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8 %이고, 2022년에 
17.2 %, 2030년에는 24.5 %수준으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10.8 %이며 이 중에서 알
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
하는국제사인질병분류(ICD-10: Internat 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에서도 노인성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mentia)라고 한다[2].

뇌가 가지는 고위 인지능력은 전두엽 실행 기능
(frontal lobe executive functions), 정서 및 성격 기
능(emotional & personality functions), 언어 기능
(language functions), 집중 및 주의력(concentration 
& attention), 운동 기능(motor functions), 기억 및 학
습 기능(memory & learning functions), 시공간적 지
각 기능(visuospatial perception functions)이 있다[3].

신경 변화의 퇴행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이 알츠하이
머성 질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다양한 사고과정으
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며 자기 주위의 환
경을 개선하려는 능력, 환경적인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이
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인지기능이라고 한다[4].

이 질환의 발생 원인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acetylcholin esterase)의 저하된 활성도로 인해 신경
전달물질 결핍이 생기거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β
-amyloid protein)이 뇌세포에 축적되면서 노인반
(senile plaque)이 생성되어 신경세포를 죽이거나 세포 
연접간의 막혀진 신호전달로 인해 점차 뇌가 위축되면서 
뇌세포가 괴사되거나[5,6] 증가된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
하여 뇌 안의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 되어 뇌세포의 골
격이 망가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한다[7].

최근 중추 신경계 손상 환자들의 움직임 개선 및 기능 
증진에 적용 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운동 발달학과 신경 생리학에 기초한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난 목적을 가지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강
조하는 접근법들이다[8]. 이러한 접근법들 중에서 과제지
향훈련(Task oriented training)은 신경 및 근골격계 등
을 통합시키며 운동학습 이론에 기초를 두고 특정한 목
적 있는 기능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에 치료의 중점을 둔

다[9].
과제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인

지 기능과 기능적 움직임 향상에 유의한 효과들이 나타
났다고 하였고[10,11] 신경계 손상 환자에 있어 기능적 
움직임 및 보행 능력 향상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
다[12-16].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동물들의 운동 및 인지
기능 향상에 과제지향훈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17-19].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고 운동학습에 바탕을 둔 동물실
험 연구영역에서 이용되는 과제지향훈련인 아크로바틱 
과제훈련(Acrobatic task training)이 있다[20]. 이 과
제 훈련은 모형을 건너는데 발 실수 횟수, 시간 등을 측
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미리 실험 전 선행 연습되어 
각각의 코스를 학습하고, 중재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고안
된 평가 및 중재 도구이다. 이것은 치료의 기능적 변화와 
예후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경계 장애를 비롯한 여
러 가지 질환의 실험동물에게 균형 잡힌 전신 운동 및 숙
련된 다양한 앞다리, 뒷다리의 협응을 요구한다. 각각의 
코스 길이는 1m로 쥐들을 유도하기 위해 모형 끝에 펠
릿을 두었다. 각 코스는 격자모양의 플랫폼, 소형 평행봉, 
로프, 장벽 장애물의 각각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21]. 

치매환자의 치료는 대상자의 기능 및 특성을 관리하면
서 건강을 향상 시키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치매질환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이다[22]. 그래서 목표가 되는 수행과제를 달성함으로
써 뇌의 운동 및 인지기능을 증진 시키는 중재 방법을 전
문화한다면 치매환자의 치료에 통합적인 접근법이 될 것
이다. 현재까지 치매환자에게 알맞은 구체적인 과제훈련 
프로그램이 연구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과제
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과제지향훈련
이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Aβ) 유도 알츠하이머 
치매 흰쥐의 운동 및 인지기능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임상환경에서 이 훈련법의 물리치
료 중재방법으로써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초자
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실험동물
체중 230±20 g의 Sprague Dawley계 흰쥐(다물사

이언스, 8주령)를 각 군마다 15마리씩 무작위 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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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마리를 사용하였다. 온도를 22±1 °C, 습도는 
55±10 %로 사육실의 환경을 유지하였다. 사육실의 상
태는 명암주기를 12시간으로 설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하
였다. 고형사료와 물(삼양 주식회사, Korea)의 섭취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의 분류는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이후 어떠한 
처치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n=15), 치매 유발 이후 과
제훈련을 실시한 실험군(n=15)으로 나누었다.

인지 및 운동기능 평가를 위해 8자 미로 검사, 수평 사
다리 걷기 검사는 치매 유발 전, 유발 직후, 14일 및 28
일 후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조군과 실험군의 쥐들은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각 군마다 14일차부터 5마리씩 부
검을 시행하였다.

2.2 실험 및 훈련방법
2.2.1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외과적인 모든 절차는 35 mg/kg zoletil(Virbac S. 

A, Carros, France)와  5 mg/kg rompun(Bayer, 
Leverkusen, Germany)의 혼합된 용액을 복강 안으로 
주사한 후에 완전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흰
쥐의 해마와 운동피질 부위를 목표점으로 하기 위해 천
공기(burr drill)를 사용하여 bregma에서 부터 AP-2.2 
mm, L 1.5 mm 위치에서 천두공을 만들었다. 33 Gauge 
미세바늘을 장착한 25㎕ 해밀턴주사기(Hamilton 
company, NV, USA)에 자동 실린더 펌프(automated 
micro syringe pump)(Harvard apparatus, MA, 
USA)를 이용하여 뇌경막으로부터 V-8.0 mm위치에 4 
㎕의 Aβ를 분당 1 ㎕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주사 후에 A
β의 역류를 막기 위해 3분간 미량주사기를 정치시켜놓
았고, 1 mm씩 40초 마다 매우 느리게 미량주사기를 빼
내었다[23].

2.2.2 신경학적 기능 검사(Neurological function test)
Bederson 등[25]의 방법에 의한 흰쥐의 신경학적 기

능 검사는 Aβ 유도 이전과 유도 이후의 흰쥐의 뇌손상에 
따른 행동기능을 확인하고 치매의 유발 유무를 행동반응
학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이다. 이와 같은 신경학적 기능 
평가를 통해 Aβ 유도로 대뇌손상 유발 후 흰쥐의 앞다리
와 뒷다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다.

2.2.3 과제지향훈련(Acrobatic task training)
Jones 등[24]과 Kleim 등[20]의 연구에서 사용된 곡

예훈련(acrobatic training) 실험모형을 수정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이 훈련은 흰쥐의 앞다리 및 뒷다리의 운동 
기술을 학습시키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 및 협응력, 움직
임 조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
다. 과제는 쉬은 과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과제 순서로 
시행하였으며, 훈련 전에 3일의 적응기간을 갖게 하여 스
트레스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였다. 아
크로바틱 코스는 로프(직경 2 cm), 장방형 격자모양 그
리드(3-5 cm), 장벽 코스(높이 13-21 cm), 2개로 이루
어진 소형 평행봉(각각 직경 1.1 cm)의 4가지 과제로 구
성되어 있다. 실험모형은 어두운 실험실 안에 놓았고 각
각의 코스 길이는 1 m이다. 훈련은 4주간, 주 3회, 1일 
1회, 20분씩 동일한 시간에 시행하였다(Figure 1).

2.3 측정방법
2.3.1 8자 미로 검사(eight-arm radial maze test)
8자 미로 검사로 행동학적 인지기능 평가를 시행하였

다. 실험 전 1주일 동안 1일 1회 8자 미로 검사에 대한 
적응훈련을 시행하였다. 8자 미로는 50 cm 직경의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 상자의 8개 통로(넓이 12 cm, 길이 
60 cm)로 이루어져 있고 정중앙에 출발영역(starting 
platform)이 있다. 각각의 주로(arm)의 끝에는 물을 담
는 접시나 보상으로 제공되는 먹이 펠릿(90 mg)을 설치
하였다. 실험 전에 36시간 동안 사육 상자에서 배고픔을 
유발시키기 위해 먹이를 절식시킨 후 30분간 행동 관찰
실 안에서 적응시켰다. 출발 상자에 흰쥐를 넣고 상황에 
1분간 적응시킨 후 각 주로의 통로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미로 안을 돌아다니게 하여 주로 끝의 보상 용기에서 펠
릿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반복하여 동일한 주로에 진입
하면 두 번째 진입부터는 펠릿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행
위는 오류로 평가 하였으며, 각 주로의 진입이 완료되는 
시간을 3회 측정하였다[26].

2.3.2 수평 사다리 걷기 검사(ladder rung walk test)
Metz와 Whishaw[27]의 실험에서의 수평 사다리 가

로대 걷기 평가도구를 직접 수정 및 제작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사지 배치 및 협응력 그리고 숙련된 걷기를 확인
할 수 있고 숙련된 걷기에 대한 질적 및 양적 분석을 통
합함으로써 미세한 운동 기능의 장애들을 식별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감각적인 운동 기능의 회복 
및 결손을 측정할 수 있다[28]. 이 평가도구의 구조는 투
명 아크릴 판의 측벽과 끼워 넣는 직경 3 mm의 금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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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대들로 바닥이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가로대 사이 거
리가 최소 1 cm이고 양쪽 측벽의 길이는 1 m이다. 수평 
사다리의 양쪽 끝에는 출발 우리와 도착 우리가 있고 이
들은 지면에서 30 cm위에 위치한다. 양쪽 벽사이의 폭
은 쥐가 뒤돌아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쥐의 몸집 보
다 약 1 cm 더 넓도록 쥐의 크기에 맞게 조정하였다. 쥐
의 사지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수평 사다리(가로막대 
사이 간격 2 cm, 폭 10 cm, 길이 1 m)를 쥐가 건너가는 
동안 비디오 카메라(canon)로 촬영하였다. 같은 방향으
로 모든 실험쥐들은 사다리를 건넜다. 쥐들이 사다리를 
건너도록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강화 
방법도 시행하지 않았다. 쥐들은 모두 동일하게 세션 당 
3회 측정하였다. 카메라는 동시에 사지의 4개 위치를 기
록할 수 있도록 약간 배쪽 간으로 배치하였다.

(a) (b)

(c) (d)

Fig. 1. Acrobatic task training
       (a)rope (b)2 small paraller bars (c)rectangle 

grid (d)barrier

2.4 통계방법
본 연구에서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22.0ver. 

for window을 사용하였고 각 결과 값은 평균 및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측정 시기별 각 군간 행동학적 반응 측
정치의 비교는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
시하였고, 각 군내에서의 시기별 변화량 확인을 위해 반
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OVA)를 실시
하였다.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신경학적 기능의 변화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이전과 이후 신경학적 기능 평

가에서는 시기별 각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p>.05). 그러나 치매 유발 이전 과 이후 시기별 각 군
내의 신경학적 기능평가는 각 군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Table 1).

3.2 행동학적 인지 및 운동기능 변화
3.2.1 8자 미로 정선택 소요 시간
독립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각 측정시기별 군간 차

이에서는 14일 및 28일에서 각 군 간의 결과값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의 14일 및 28일 후 측정값을 보면 대조군에 비해 실험
군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리고 두 집단 간 측정
값의 차이도 유의하였다(p<.01). 또한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집단 간 시기에 
따른 검사 결과 8자 미로를 정선택 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욱 단축되는 인지기능
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1)(Table 2)(Table 3).

3.2.2 수평 사다리 가로대 걷기 시 스텝오류 점수
독립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각 측정시기별 군간 차

이에서는 14일 및 28일에서 각 군 간의 결과값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의 14일 및 28일 후 측정값을 보면 대조군에 비해 실험
군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시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리고 두 집단 간 측정
값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집단 간 
시기에 따른 검사 결과 가로대 걷기 시 스텝오류율이 대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욱 줄어드는 운동기능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1)(Table 4)(Table 5).

4. 고찰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임상에서는 근거 중심의 여러 
가지 중재 방법 및 기술들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중 복
합운동훈련이나 운동기술학습의 과제지향 훈련법을 적용
하면 신경연접 및 세포의 가소성이 촉진되어 신경연접이 
새롭게 형성되며 신경연접간의 접촉수가 증가된다고 하
였다[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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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p-value

Control Ⅰ(n=15) 5.00±0.00 1.53±0.64*** 0.000
Experimental  Ⅱ(n=15) 5.00±0.00 1.53±0.74*** 0.000

mean±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1. The neurological function score in each group                                             (score)

 

 

Time Group N M SD df t p

pre Ⅰ 15  57.47 14.67 28 .06 .956Ⅱ 15  57.13 18.02

day 1 Ⅰ 15 251.87 29.47 28 -.03 .980Ⅱ 15 252.13 27.78

day 14 Ⅰ 10 237.50 4.28 18 17.08 *** .000Ⅱ 10 190.00 7.69

day 28 Ⅰ 5 224.00 4.06  8 17.93 *** .000Ⅱ 5 144.00 9.11
mean±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2. Take-time on the 8 arm radial maze test in each group                                      (sec)

Group pre day 1 day 14 day 28 F p

8 arm 
maze

Ⅰ 57.80±13.29 265.20±18.67 237.80±4.27 224.00±4.06 Time 115.13 .000***

Group 18.42 .00**

Ⅱ 66.80±28.16 277.40±25.15 186.60±8.20 144.00±9.11 Time*Group 33.36 .000***

mean±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3. Comparision between groups in 8 arm radial maze test                                        (sec)

Time Group N M SD df t p

pre Ⅰ 15  7.41 5.83 28  -.11 .914Ⅱ 15  7.63 4.99

day 1 Ⅰ 15 54.10 2.78 28  .15 .878Ⅱ 15 53.92 3.58

day 14 Ⅰ 10 48.34 3.25 18 10.64 *** .000Ⅱ 10 35.46 2.03

day 28 Ⅰ 5 42.20 3.11  8 14.46 *** .000Ⅱ 5 17.80 2.13
mean±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4. The number of step error on ladder rung walk test in each group                               (%) 

Group pre day 1 day 14 day 28 F p

Ladder 
walk

Ⅰ 7.34±6.87 54.31±2.25 49.14±4.12 42.20±3.11 Time 72.71 .000***

Group 44.07 .000***

Ⅱ 7.36±7.08 55.95±2.39 36.98±1.21 17.80±2.13
Time*Group 44.12 .000***

mean±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5. Comparision between groups in ladder rung walk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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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근 새로운 물리치료 중재법으로 부각되어
지는 과제지향훈련의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연구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 중재를 적용한 연
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게 베타아밀로이드로 알
츠하이머 치매를 유발 시킨 후 과제지향훈련의 적용이 
흰쥐의 인지기능 및 운동학습 능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운동 및 인지기능 평가를 하였다.

8자 미로 검사와 사다리 걷기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14일부터 측정시기에 따른 수치들
이 가장 감소하였다.

이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흰쥐들의 스텝오류 횟수
가 적어지고 먹이탐식 능력이 증진된 것이다. 즉 측정 시
기별 각 군의 흰쥐들의 먹이 찾는 소요시간과 스텝오류
의 수 및 사지 보행능력의 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에서 14일부터 더욱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먹이습득 시
간이 짧아지며 스텝 오류의 수도 감소하였고 사다리를 
건너는 보행능력의 향상이 일어난 것이다. 고로 흰쥐들의 
운동 및 인지기능이 일정 수준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중추신경계 손상 흰쥐에게 과
제 훈련을 시켰을 때 흰쥐의 운동 및 인지기능의 향상이 
있었다는 연구의 결과[33] 와 유사하였다. 또한 운동기술
훈련을 중추신경손상 흰쥐에게 적용하여 흰쥐의 소뇌와 
운동피질의 신경가역성 및 운동기능에 긍정적인 효과
[21]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신경의 연접 수 및 형태학적 변화가 실제 경험에 의존
하여 수행하는 연습 양에 의하여 변화한다는 연구[34]의 
결과는 반복된 학습 경험을 기초로 과제를 시행하여 나
타났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로 흰쥐
들이 아크로바틱 훈련에서 각 과제들의 도착 지점에 도
달하는 목표 성취를 위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은 보다 
나은 숙련된 움직임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는 뇌의 가역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흰쥐 뇌의 운동피질 영역의 손상 시에 스텝오류
의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반복적인 훈련이 최종 평가에서 
오류확률을 낮추고 흰쥐의 뇌 가역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흰쥐가 집중한 상태로 과제를 
수행했던 반복된 경험이 흰쥐의 뇌 가역성 변화에 영향
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험군은 의지가 있는 반
복 연습과 적당한 피드백을 통한 연습이 학습되어 이를 
통해 사지 조절능력과 인지 및 공간학습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31,35].

임상연구들에서도 과제지향훈련을 중재법으로 적용하
면 신경계환자의 신경가역성과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효
과를 준다고 하였다[36-38].

내용을 종합하면 과제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
발 흰쥐의 해마 및 운동피질의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
시켜 흰쥐의 운동 및 인지기능 증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
로 생각된다.  

5. 결론

과제지향훈련이 알츠하이머 치매 흰쥐에게  운동 및 
인지기능 그리고 행동학적 반응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적이 있는 과제를 이루
기 위한 신체의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는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가 운동 및 인지기능에 장애
가 있는 사람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
가 과제지향훈련을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게 적용한다면 
환자의 운동 및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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