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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우울,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원시실험연구이다. 연구방법은 S시에 위치한 2곳의 경로당 이용 노인 대상
자 3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6회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 
전후에 주관적 기억감퇴, 우울, 자기표현의 변화를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신체적 이완활
동, 인지활동 및 다양한 ‘푸드’를 이용하여 손의 움직임과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푸
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t=2.67, p=.011), 우울(t=3.88, p<.001), 자기표현(t=2.09, 
p=.044)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우울 감소와 기억력 및 자기표현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푸드표현, 기억력, 우울, 자기표현, 노인

  Abstract :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ingle group pre-post test design for the 
effects of the food expression activity program on subjective memory, depression, and self-expression 
of the elderly. 36 elderly people attending Senior Citizen Club from two locations in S City 
participated. A total of six session programs were applied from January 8 to February 17, 2020.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subjective momory, depression, and self-expressio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physical relaxation, cognitive activ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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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ood activities.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ood expression activity progra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memory(t=2.67, p=.011), depression(t=3.88, p<.001), 
and self-expression(t=2.09, p=.044).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food expression activity 
program can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depression and improve subjective memory 
and self-expression in the elders attending senior citizen clubs. 

Keywords : Food expression, Subject memory, Depression, Self expression, Elderl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체 인구의 15.7%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세대간의 갈등을 일
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의료비 문제의 상승
은 사회 경제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상
태를 잘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로당은 우리나
라 고유의 사랑방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국에 66,7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2]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
그램은 TV시청, 화투, 장기, 바둑, 노래교실, 건
강체조 등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제공되기 때문
에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였다[3]. 또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게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면서 이용을 중단하는데 이는 노
인들의 낮은 대처능력,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에 자기표현 및 자
기주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4]. 또
한, 복지관 노인들에 비해서 경로당 이용 노인에
서 건강증진활동, 스트레스 관리가 낮게 보고되었
다[5]. 이에 융복합 시대를 살고 있는 고령사회에
서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로 자라매김 해야 하는 
경로당에서 노인이 만족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동 프로그램[6], 건강 체조 
프로그램[7], 신체운동과 집단게임을 접목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8]으로 운동과 관련된 중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Gu[5]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 노인이 여성, 고령, 무학의 비율이 
높은 점을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이에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흥미를 갖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가 필요하다. 푸드(food) 표현은 시각, 청각, 후
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마음의 통합과정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
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돕는 활동이
다. 음식재료를 다듬고 만지면서 가족을 위해 음
식을 준비하며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푸드의 치료적 측면을 경험한다
[9]. 
  푸드표현활동은 노인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우
며, 다양한 음식 재료를 통해 긴장과 불안을 해
소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정신적, 신체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이다[10]. 
또한 푸드표현활동을 통해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로 보고되었다[11]. 푸드표현활동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일반
노인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 소수 진행되었다. 푸드표현활동 일반 노인의 
우울감소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12], 경증 
치매노인의 자기표현 증진과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으나 인지기능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3]. 이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푸드표현활동의 
효과성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신체활동, 자기표현활동이 포함된 푸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적용하
여 노인의 기억력, 우울 및 자기표현에 대한 프
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노인을 위한 푸드표
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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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가설

  가설 1.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주관적 기억력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자기표현 점수가 낮을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이 경로당 이
용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우울, 자기표현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 1월 8일부터 2020
년 2월 17일까지 경기도 S시에 소재한 2곳 경로
당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곳의 경로당은 거리가 가장 가깝고, 경
로당 이용 노인 등록 수, 경로당 규모,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없고 푸드표현활동 프로
그램의 운영 경험이 없는 경로당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2) 활동에 제한이 없고, 3) 푸드표현활동 프로그
램을 참여하기 원하는 대상자로 하였다. 제외기준
은 1) 급성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를 위한 
최소표본 수는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
력 .80으로 산출한 결과 27명이 요구되었지만, 
탈락자를 고려하여 40명을 모집하였다. 최종 연
구대상자는 총 6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하고, 
사전 사후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36명으로 하였
다. 사전에 설문에 응답을 했으나 사후에 응답하
지 않은 대상자 2명과, 2회기 프로그램 참석 후 
출석하지 않은 2명은 최종분석 대상에서 제외되
어 총 36명의 대상자 자료가 분석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음주상태, 흡연 상
태, 주관적인 건강 평가 정도로 총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3.2 주관적 기억력
  주관적 기억력은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하
는 전반적 기억력 저하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기억력 저하로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14].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기억력은 
Youn[14]등이 개발한 주관적 기억감퇴설문지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예’, 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주관적 기억 감퇴에 문제가 심함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68이었다. 

  2.3.3. 우울 
  우울은 상실의 결과로 삶에서 경험하는 슬픔, 
낙담, 절망과 같은 느낌이다[15]. 본 연구에서 우
울은 Chon, Choi, Yang[16]이 개발한 통합적 한
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극히 드물게’는 0점. ‘대부분 그렇다’는 3점으로 
구성되며, 긍정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의 범
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2였다.

  2.3.4. 자기표현
  자기표현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권리와 감정의 표현을 의미하며 언어적 또는 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7]. 본 연구
에서 자기표현은 Rakos와 Schroeder[17]가 개발
하고 Choi와 Park[13]이 번안한 자기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의도대로 잘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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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4.1.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의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은 개인
의 긍정적 정서와 특성을 개발하는데 실천적 개
입을 중요하게 여기는 Seligman, Rashid, 
Parks[18]의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긍정적 지지
와 격려, 신체적, 정서적 이완의 요소를 반영하였
으며, 선행연구[9],[13]에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하
여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 푸드를 사용한 근거는 노인들에게 푸드라는 
매체가 친근하고, 오감을 활용할 수 있고, 거부반
응이 적고, 푸드가 주는 친근함과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선택하였다[10]. Choi와Park[13]은 경증 
치매 노인 13명을 90분씩 주 1회 8회기 실시하
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적고, 프로그램 시
간이 길었던 점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
치지 못했던 점의 결과를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60분씩 총 6회기로 계획하였다. 
  
  2.4.2.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의 적용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60분씩, 총 6회기 푸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A, B 경로당에 모여서 집단
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도입에서 프
로그램 소개와 인사하기, 신체적 이완(건강체조 
및 박수)과 인지활동(목록 기억하기, 꽃 이름 기
억하기, 상대방 장점 기억하기)을 하였다. 푸드표
현활동은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음식
재료를 활용한 1) 과자로 만든 내 얼굴, 2) 내가 
꿈꾸는 집, 3) 설날 풍경 만들기, 4) 나만의 정원 
만들기로 구성하였다. ‘푸드’를 이용한 손의 움직
임과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
여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내고 이를 직접 설명하
게끔 구성되었다. 푸드표현 단계에서는 준비된 재
료를 이용하여 회기별 주제에 맞는 자기표현을 
하도록 연구자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기
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용된 재료의 선정 
기준은 불과 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 진
행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준비하였
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자의 소감과 표현내용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용한 푸드를 
먹으며 서로의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즐거
운 분위기로 종료하였다(Table 1). 이와 같이 구
성된 프로그램은 노인간호 전공 교수 1인, 노인 
전문간호사 1인,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1인에
게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CVI 

(Content Validity Index)가 모든 항목에서 
0.80~1.00으로 높게 나왔고, 6회기 종료 후 대상
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긍정적 자아 형성과 
만족감을 갖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상장 수여식을 포함시켜 최종 프로
그램을 확정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S시의 2개 경로당 
회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대상자가 연구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 
한 후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되며, 익명성 보장과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시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
년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고, 6회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작성이 어려운 노인
들은 연구보조원들이 읽어주고 설문지 작성을 도
와주었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기술통계를 시행하
였다.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의 전 ·후의 주관적 
기억력, 우울 및 자기표현의 차이는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00%이었고, 평균 
나이는 82.17세, 배우자가 있음이 27.8%, 배우자 
없음이 71.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52.8%로 가장 높았고, 월수입은 50만원 이하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음주는 
83.3%에서 마시지 않았으며, 건강상태는 ‘좋은편
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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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opic Content outline 

1

Pre-test 
Subjective memory, Depression, Self-expression and 
questionnaire

Orientation 
Greeting and Introducing
General overview of Food expression activity program

Physical/Cognitive/
Self-Expression/Activity 

Bingo Game(Songs, Foods)

2

Program overview Program introduction

Physical relaxation Free gymnastics with music

Cognitive activity Remember own strength and opponent strength

Self-Expression
Expressing own face with material
(popped rice cracker, jelly, various snack)

Discussion Give and receive impression, positive feedback

3

Program overview Program introduction

Physical relaxation Health clap with music

Cognitive activity Remembering and drawing childhood home

Self-Expression
Expressing house I want to live in with material
(cracker, bread, strawberry jam)

Discussion Give and receive impression, positive feedback

4

Program overview Program introduction

Physical relaxation Health clap with music

Cognitive activity Speaking the types of flowers planted in the garden

Self-Expression
Expressing garden I want to have with material
(banana, green grape, tangerine, cherry tomato, strawberry 
blueberry)

Discussion Give and receive impression, positive feedback

5

Program overview Program introduction

Physical relaxation Shoulder, arm, and leg massage

Cognitive activity
Playing the game
(Go to the market; remembering list of things)

Self-Expression
Expressing childhood new year with material
(honey cake, colored paper)

Discussion 
Give and receive impression, positive feedback
Ceremony for certificate for elder 

6

Program overview Program introduction

Physical relaxation Longer health applause

Cognitive activity Card flip

Self-Expression
Expressing the scenery for New Year’s Day with material 
(rice cake, honey, popped cookies)

Wrap up Reflecting and evaluating the program 

Posttest Subjective memory, Depression, and Self-expression

Table 1. Contents of food expression activ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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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ng own face
Expressing house I want to

live in
Expressing childhood home

Expressing house I want to 
live in

Expressing childhood new year
Session 3. Expressing garden 

I want to have

Fig. 1. Picture of food expression activit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36(100)

Age(years) M±SD
65~74
75~85
≥86

82.17±5.12
 3( 8.4)
22(61.1)
11(30.5)

Spouse Yes
No

10(27.8)
26(71.2)

Educational
level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9(52.8)
13(36.1)
 2 (5.6)
 2 (5.6)

Monthly income
(10,000won)

<50
50~99
≥100

24(66.7)
6(16.7)
6(16.7)

Drinking Yes
No

6(16.7)
30(83.3)

Smoking Yes
No

 0(0)
36(100)

Health status Bad
Moderate
Good

 8(22.2)
 8(22.2)
20(55.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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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Subjective Memory 2.52±1.81 1.50±1.95 2.668 .011

Depression 31.66±5.53 23.44±9.63 3.875 <.001

Self-Expression 86.97±7.79 84.39±7.76 2.088 .044

Table 3. Effects of food expression activity intervention program (n=36)

3.2. 주관적 기억력, 우울, 자기표현의 중재 

전후 차이 가설 검증

  가설 1.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주관적 기억력 점수가 낮을 
것이다. 주관적 기억력의 중재 전, 후 차이를 살
펴보면, 실험 전 2.52±1.81점, 실험 후 1.50± 
1.9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2.67, p=.01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우울의 중재 전, 후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 전 
31.66±5.53점, 실험 후 23.44±9.63점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어(t=3.88, p<.001),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가설 3.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은 실시 전보다 후에 자기표현 점수가 낮을 것이
다. 자기표현의 중재 전, 후 차이를 살펴보면, 실
험 전 86.97±7.79점, 실험 후 84.39±7.76점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2.09, p=.044), 가설 3
은 지지되었다.(Table 3) 

4. 논 의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푸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결
과,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들
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주관적 기억력, 우울, 
자기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경로당 노인
에게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은 실
험 전에 비해 주관적 기억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점수가 실험 전 2.52점에서 실험 
후 1.50점으로 낮아져 주관적 기억력 감퇴에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

한 표현 방법은 뇌 인지기능에 자극을 준다고 하
였으며 특히, 음식을 활용한 활동(단호박 수제비 
만들기, 떡케이크 장식하기 등)이 노인의 기억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9]와 유사
하다. 푸드는 오감을 자극하는 매체들을 통해 노
인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회상하기 때문에 기억
력의 향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푸드표현활동은 과자, 떡, 과일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였고, 인지활동(목록 기억하기, 꽃 
이름 기억하기, 상대방 장점 기억하기)도 포함되
었기 때문에 노인 대상자들의 주관적 기억력 점
수가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경로당 노인의 우울에 대한 푸드표현활
동 프로그램 효과는 실험 전에 비해 우울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척
도의 하위요인인 삶에 대한 불만족, 무기력감, 기
운저화와 의욕상실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2]. 푸드표현활동 프로그
램 활동 중 푸드 재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접근이 
긴장 이완을 도모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무
의식의 감정을 의식화하므로 무기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고, 오감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자유로운 감정발산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
었으며, 먹거리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은 대인관계
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여, 우울감소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푸드
표현활동을 통해서 내용과 느낌을 서로 말하고 
듣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울의 정서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푸드표현활
동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부정적 측면에서 바
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심리 측면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Seligman, Rashid, Parks[18]의 긍정심리학에 초
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푸드를 통해 ‘내가 꿈꾸는 
집’, ‘나만의 정원 만들기’라는 주제를 통해 노인
들은 미래에 행복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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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이 대상자들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경로당 노인의 자기표현에 대한 푸드표
현활동 프로그램 효과는 실험 전에 비해 자기표
현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와 Park[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푸드표
현활동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푸드 재료를 이용해서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푸드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
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은 평소에 정서표현의 기
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푸드로 완성한 작품을 발
표하면서 자기표현을 연습할 있다. 또한, 비슷한 
연령 집단의 노인 대상자들의 경청과 공감, 칭찬
과 지지가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주었다는 연구결
과[21]가 이를 지지해주는 소견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푸드를 매개로 자기표현에 자신감이 생기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부분도 상승되어 노인
들의 자기표현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
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이 흥미를 갖고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고,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우울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아지면
서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
구되는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인지 
및 정서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로 밝혀졌다. 
이에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이 경로당을 이용하
는 노인들에게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
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에 소재한 경로당 두 곳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
으로 푸드표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때문
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 다양한 지역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조군집단을 확보하
지 못한 원시실험설계로 추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및 대조군을 설정하여 진행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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