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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이후 건강사회에 대한 전망
감염병 확산방지 동참 경험은 건강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 강화
COVID-19로 인한 각국의 초기 방역상황은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민감도와 책임의식에
따라 감염병 등 건강위험의 확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감하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우리 국민은
초기부터 개방적 태도와 함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과 관련한 행동수칙을 매우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방역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동참함
개인의 건강관리는 이번 COVID-19 상황에서 보듯이 손세척,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서부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데,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가 다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건강사회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COVID-19 관련 인식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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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방 활동)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출처: 한국리서치(2020.04.08)

61

89

손세정제, 손소독제 사용

31
28

69
48

언론
종교계
정치권

37
34

질문: 다음 각 사회주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 시스템 개편 등 필요성
COVID-19와 같이 국경을 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집단적 감염병 발생과 대응 상황을
지켜보며 각급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역할과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임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 상황 속에서 K-방역은 국내외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집단 발생 시에 나타난 여러 차원의 의료 공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전지구적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줌. 특히,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과 역할 분담, 병상 및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각국 COVID-19 대응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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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o answer responses not shown. The WHO i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April 29-May 5, 2020.
“Americans Give Higher Ratings to South Korea and Germany Than U.S. for Dealing With Coronavirus”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20.5.21.

다양한 상황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대안적 활용성 확인
한국적 정서 상황에서 일부 연령층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나,
COVID-19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발견･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했고,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와 같은 서비스는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대안적 서비스로 효과성을 확인함
더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에 따라 시행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은 멀티플레이스라이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는데, 여러 분야,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런 멀티플레이스라이프에 대한
사회적 효능감과 효율적 생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영방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특히, 보건의료분야도 기존 의료기관 기반 제공형식의 접근성 한계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장의 여타 서비스와 달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한 효율적 서비스 모델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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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와 건강관리 이슈
실내생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와 질병 위험 증가
COVID-19로 인해 대표적으로 변화된 일상은 실내 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감소함
FITBIT에 따르면, COVID-19 확산 이후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한 3월동안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프랑스 등에서 전년대비 걸음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서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서울도 걸음 수가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1）
[ COVID-19 이후 활동량 감소 현황 ]

[The impact of coronavirus on global activity]

[Mobility change after coronavirus for various cities]

출처: FITBIT NEWS(2020.03.23.)

더불어 이 시기 동안 비디오 게임과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의 사용율은 크게 증가하여 더욱 활동량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런 활동량의 변화는 체질량 지수,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전년 대비 COVID-19 상황에서 멀티미디어/디바이스 등 이용율 현황 ]
Multi-media
devices include Internetconnected devices [Apple
TV, Roku, Google
Chromecast, and Smart TV
App use] and audio-video
viewing sources that are
regularly connected to
a home TV set

Year-over-year % difference in total day use, persons 25-54
March 2020 vs. March 2019
53%

19%
-9%
DVD playback

-6%
Time-shifting

출처: Westwood One(2020.04.13)

1）https://blog.fitbit.com/covid-19-global-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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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겨울철 활동량 감소로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으므로
환경적응 능력 감소와 면역성 질환 위험을 대비해야 함
그리고, 야외활동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COVID-19 이전부터 선진국들에서 활동량 감소와
뼈 건강 관련성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COVID-19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고 야외 활동이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점차 확산되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실외 노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 연구에서 인구집단의 비타민 D의 상태가 COVID-19의
예후와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2）
이렇듯 활동량 감소는 주요한 건강위험요소 중 하나이므로 COVID-19 상황에서도 충분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지침’ 등 다양한 상황별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하며, 향후 변화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보임

배달앱 등 뉴노멀 소비로 인한 새로운 건강관리 문제 등장
COVID-19 상황은 많은 개인의 식생활을 공동체식사에서 개인식사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서비스가 이를 가능하게 함. 배달앱을 통한 식품배달 시장은
이미 꾸준히 성장하여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COVID-19에 대응해서 각 배달앱들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통해 기존 배달시장을 확대하였음
[ COVID-19 이후 모바일 식음료 배달앱 이용량 변화 ]

[ 업종별 판매 증가율(‘20년 2월, 전년 동기 대비) ]

[코로나19 이후 앱이용량 증가자,n=533,단위:% 복수응답]

[코로나19 이후 앱이용량 증가자,n=533,단위:%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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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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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19 이후 이용량이 증가한 모바일 앱은 무엇입니까?

Q코로나19 이후 이용량이 증가한 모바일 앱은 무엇입니까?
출처: NICE디앤알(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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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arnest research, 월스트리트저널

2）Petre Cristian Ilie, Simina Stefanescu, Lee Smith. The role of Vitamin D in the prevent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fection and mortality. BMC Infectious Diseases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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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음식은 작년 동기 대비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에도 음식
배달앱 사용자가 2020년 4,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COVID-19 이후 배달앱을 통한
식사준비 방식이 보편적인 식사방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3）
이런 배달음식은 영양성분 함량과 균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속적인 이슈가 되어왔는데, 배달앱을 통해
많이 소비되는 음식들(치킨, 중국음식, 피자, 떡볶이, 햄버거 등)은 열량이 높은 수준이고,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알려진 당, 나트륨 등 함량이 높은 편임
배달앱을 통한 디지털 음식 주문이 개인 수준에서, 또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4）, 이미 일찍부터 포장음식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는
빈도가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고,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이 증가한 패스트푸드가
미국에서 비만이라는 유행병 문제를 강화했다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음5）
앞으로 식생활에서 배달앱 등 뉴노멀 소비방식은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폭을 넓힐텐데, 소비자의
보다 현명한 식품 선택과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상점과 매대에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는
수준의 안내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배달앱, 키오스크 등 변화된 주문･배달 방식에 맞도록 건강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소비가 건강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난으로 정서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위험 가중
COVID-19는 신종감염병으로 세계를 불확실성에 던져 넣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COVID-19 뉴스는 민감도가 높은 개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상황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음
특히, 이미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며, 홀로 사는 경우나
자가격리 등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수용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고립이 심화됨. 이런 이유로
전문가와 언론은 COVID-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일명 ‘코로나 블루’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상황임
더구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험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데,
미국 가정의학회에서도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7만 5천여명이 자살과
약물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 감염병은 보호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살, 약물복용,
고위험음주 등 질병 위험이 커진다며 정서적 고통에 처한 이들을 위한 핫라인 활용과 홍보를 강조함6）
3）Marston J. Food delivery apps will have 44 million U.S. users by 2020. The Spoon. (2019, December 16).
4）Janna Stephens, Hailey Miller and Lisa Militello. Food Delivery Apps and the Negative Health Impacts for
Americans. Front. Nutr (2020) 7(14):1-2
5）McCrory M, Harbaugh A, Appeadu S, Roberts S. Fast-food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in 1986, 1991, and 2016
show large increases in food variety, portion size, dietary energy, and selected micronutrients. J Acad Nutr Diet.
(2019) 119:923–933
6）https://wellbeingtrust.or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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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정서적 고통 상황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COVID-19 관련 정보의 영향도 있고, 일부이기는 하나 COVID-19 정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특정 인구집단을 방역상황에서 더욱 고립되게
만들 수도 있음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이
소개되고 있고, 우울증 극복을 위한 mindfulness(마음챙김) 등 명상 콘텐츠와 가상현실을 통한 심리치료
디바이스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실시하되 국민적 불안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방법 안내와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심리방역’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7）
심리방역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개발 사례
• (앱) 서울시 코비드(COVID-19) 심리지원단 ‘마음백신’콘텐츠
• (콘텐츠) 교민 심리지원 담당 국가트라우마센터 ‘아이들을 위한 명상’(마보 제작)
• (디바이스) VR 심리치료 디바이스: ‘큐어글래스’

신종 감염병 확산 속 가짜정보(Fake news)와 부정확한 건강정보의 폐해 속출
최근

COVID-19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로 SNS(사회정보망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
정보서비스가 발달하면서 Fake news와 함께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정보감염증(인포데믹) 현상이
있는데, 온라인 정보의 특성 상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바로잡기도 어려워 피해사례가 많음
특히, 유튜브 등과 같이 조회수나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수익을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SNS
(사회정보망서비스)는 건강정보의 품질 또는 책임성은 고려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의 의도성을 가지고 Fake
news를 전달하거나, 선정적 뉴스 생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것은 이번 COVID-19 상황에서 극단적
피해사례를 낳고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와 함께 정보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COVID-19 관련 Fake news의 피해사례 ]

7）코로나19 ‘심리방역’에 활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청년의사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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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매체가 발달하고, 온라인이라는 정보전달의 매우 효율적 수단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이 발전한
만큼 대중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헬스리터러시)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아주 많은 건강정보가 디바이스와 SNS(사회정보망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전통적인 의료전문가에
대한 의존이 크게 줄어든 대신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비중이 늘고 있어8）, 이런 새로운 매체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대중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학력, 성별, 소득, 건강상태 및 관심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9）,
특히 COVID-19와 같이 신종 질병의 경우 일반 시민이 그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 등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경우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보매체를 활용하는 시민 대중의
헬스리터러시에 도움을 줄 만한 건강정보서비스가 필요함
이런 이유로 COVID-19 확산 와중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4월 초 ‘Beware of
Fraudulent Coronavirus Tests, Vaccines and Treatments’를 게시하고, 사기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에 대한 경계령을 발령했으며10） 유럽연합(EU)의 의약품평가기구인 유럽의약품기구(EMA)도 3월말
보고서를 통해 가짜의약품의 위험에 대해 경고함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나 보도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설명, 카드뉴스를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식적인 정부 입장과 견해가
정리되기까지 정보소비자로써 국민은 혼란 속에 있었으며, 이런 속도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단체와 공적기관 등
가용 자원을 파악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빠르게 체크하여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걸러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개발해 두어야 할 것임

3. 포스트 코로나, 건강관리서비스의 변화와 도전
멀티플레이스라이프 대응 디지털 기술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혁신 기회
COVID-19 이후 더욱 급격히 달라질 환경, 산업, 인구구조 등 변화 속에서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돕는 건강관리서비스 자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8）오영삼, 조영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 보건사회연구 (2019) 39(2):358-393
9）박동진, 권명순, 최정화. 개인의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건강 관련 행위의 관계. 한국
PR학회 (2013) 17(3):379-413
10）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
11）COVID-19: Beware of falsified medicines from unregistered websites. European Medicines Agen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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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대상자의 접근성과 수혜 규모의 한계로 실질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디지털 헬스케어 도구의
개발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하게하고 있음
특히 COVID-19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 기술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우호적
수용과 함께 멀티플레이스라이프를 대응하고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활용될 기회를 맞음
이에 따라, 다양한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민간의 저위험
비의료 모바일 앱 등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 지원이 필요하고, 더욱 가속화
될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와 정보기술 수용 격차 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의 수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공적 비용지불구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할 것임
아직은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논란이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조직
출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 체계가 마련되고, 전문가와
국민 대상으로 헬스앱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험과 효능이 축적되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온라인 등 건강정보 품질관리체계 및 책임성 강화 제도 마련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면서 각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도성과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건강정보의 비대칭성과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와 같이
건강정보 역시 공적인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주도의 대중 친화적인 정보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건강정보 플랫폼은 정보제공과 공유 주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건강정보 플랫폼의 경우 공적 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형식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건강정보가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급속히 유포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SNS(사회정보망서비스) 등에서 정보공급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처벌제도 등 법･제도를
마련해야함
특히, 이미 각종 산업 영역에서 제조, 판매, 유통 과정이 온라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로 존재하는 정보, 표시, 교육 등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디지털 전환
사회에 맞도록 개편하는 작업과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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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솔루션 개발
디지털 전환사회를 맞아 더욱 확대될 뉴노멀 소비방식과 생활방식에 맞추어 건강생활영역에서 소비자로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또한 COVID-19의 상황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국 시민의 헬스리터러시가 공동체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온라인 건강정보의 생산 규모와 변화하는 공급방식에 맞춰 시민의
헬스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건강사회를 향한 협력적 건강관리서비스 거버넌스 유지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번 감염병 방역 상황에서 당국, 전문가, 기업,
국민 간 소통을 위해 디지털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초기대응에서 각 부문의 역할과 요소를
빠르게 정의하고 소통하여 방역의 전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구조가 형성됨
특히 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셜네트워크 상의 ‘마스크 기부’, ‘힘내라 대구’,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등 자발적
온라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공고해졌고, 전세계적 주목과 찬사로 이어진 이런 연결과 공유의 시너지
경험은 랜선 시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으로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감염병 상황과 같은 응급하고 전방위적 재난 상황에서 각 사회주체 간 안전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요소로써, 향후 국민 보건과 관련한 긴급하고 중요한 위기 발생 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소통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적 미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대중의 능동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이런 건강사회로의 전환은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번
COVID-19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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