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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초록

Abstract

인체 장기와 조직 이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과

Human organ and tissue transplant is an effective

그렇지 않은 병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생명을 구하고 기본

way to save lives and restore basic functions from

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다. 그러나 세

both fatal disorders and common illnesses. However,

계적으로 기증 장기와 조직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수요의

organ and tissue donation is in short supply, meeting

1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식 대기

less than 10% of the global demand. We thus propose

자가 장기 또는 조직을 이식 받은 후 사망 시 자신의 장기

the“Win-Win Relay for Sharing Life,”a method in

와 조직을 함께 기증하는 모델인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방

which transplant patients donate their organs and

식(Win-Win Relay for Sharing Life)을 제안한다.

tissues when they die, after they receive a

상생의 생명나눔 릴레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transplant of organ or tissue they were waiting for.

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는 누군가로

For the Win-Win Relay to success, it should

시작된 기증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satisfy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e first is the

(Sustainability)이고, 둘째는 기증된 신체조직과 장기의

Sustainability; a donation should be followed by

수가 누진을 거듭하여 이식대기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 및

other donations continuously. The second is

장기의 수요와, 기증을 통해 공급되는 조직 및 장기의 차이

Proliferation;the quantity of donated organs and

를 점진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확장성(Proliferation)이

tissues has to increase cumulatively, and narrow the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편으로 인체

gap between the organ/tissue demand and the

조직 및 장기 기증 시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작성

donation supply. To be specific, we suggest inserting

하는 본인 동의서에 세 가지 추가 조항을 넣는 것이 있다.

three additional clauses to donation consent forms

또한 예측 모델을 통해 생명 나눔 릴레이의 확장성을 평가

for the sustainability. When we assess the

한 결과로는 매년 초기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100명씩일

proliferation of the Win-Win Relay using a

때 이를 이식 받은 사람이 모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

sim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re are 100

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0년 후 뇌사 장기 기증자와 조직

donors every year each for organ/tissue and they all

기증자는 각각 3배 및 100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participate in the relay, the relay increases

났다.

organ/tissue donators by triple and 100 times after

의료 분야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가

10 years, respectively.

확산되면,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

If the Win-Win relay spreads out as a national

는 계기가 마련됨과 더불어 다양한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

medical future strategy, our medical industry and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증 문화가 대한민

technology will have greater opportunity to develop,

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는 국내 인체 조직

not to mention its additional effect: the growth of

의 자급자족을 넘어 일본과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의료

various related industries. We also hope that if the

허브, 나아가 세계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선도국가가 될

donation culture successfully settles in Korea, our

것이다.

country will not only be self-sufficient for
organ/tissue donations, but also become a medical
hub in northeast Asia connecting Japan and China,
and grow into a global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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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장기 및 조직 이식의 국내외 현황

간장 이식으로 23,721건이 실시되었으며 약 21%를 차지하
였다. 신장 이식과 간장 이식을 합하면 전체 고정장기 이식

가. 세계적인 장기 이식 현황

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0%는 심장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이식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대

이식이 5,741건, 폐 이식이 4,278건, 췌장 이식이 2,564건,

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 향

소장 이식이 209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체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식 대

인 2010년 대비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년

상이 되는 장기는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각

도와 유사하게 전체 장기 이식 수요의 10%에도 못 미치는

막, 안구 등을 포함하고, 인체 조직은 뼈, 연골 근막, 인대

것으로 알려졌다.

및 건,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과 함께 골수, 말초혈
또는 제대혈로부터 얻어지는 조혈 줄기세포를 포함한다. 그
러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혈액과 혈액제제는 물론 생식
체, 배아 및 태아 조직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2] 전세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고형장기 이식 빈도 분포
(2011년)

신장, 간, 심장 또는 폐 등의 고형 장기 이식은 매년 점점
더 늘어나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인 건강의 요소가 되었으며
더 이상 부유한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에
[그림 1] 세계 고형장기별 이식 현황 (2011년)

전세계 국가별 고형장기 이식 빈도 분포를 2011년 기준으
로 인구 백만 명당 장기 이식 빈도 수를 색깔로 구분하여 세

인 간 의 고 형 장 기 이 식 (human solid organ

계 지도 상에 나타내었다. 또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

transplantation)은 1954년 Joseph Murray 박사와 그의

은 하얀색으로 나타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회색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신장이식에 성공함으로써 현실화되

으로 표시하였다.

었다. 스페인의 국립이식기구(National Transplant

[그림 3]에는 국가별로 인구 백만명 당 고형장기별 이식

Organization, ONT)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빈도수를 구분하고 전체 장기 이식 빈도 총수가 많은 순서

Organization,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GODT(Global

에 따라 상위 50개국을 2011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인구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의 보

백만명 당 장기 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크로아티아

고서에 따르면 ,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1 기준으

(Croatia)로 약 9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로 총 112,631건의 고형장기 이식이 실시되었다. 이 중 가

(Norway), 미국(US), 벨기에(Belgium), 스페인(Spain),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76,118건의 신장이식으로 전

오스트리아(Austria), 스웨덴(Sweden) 등이었고 우리나라

체 고정장기 이식의 약 68%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는 인구 백만 명당 50여 건으로 23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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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전년도인 2010년 기준으로는 오스트리아(Austria)가 90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US), 크로아티아

구분

기증자
(명)

(Croatia), 노르웨이(Norway), 포르투갈(Portugal), 벨기

뇌사

408

에(Belgium), 스페인(Spain)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20번째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형장기 이식 빈도의 국가

고형장기

계
소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1,747 1,311 766 363 34 107

NHBD*

1

4

사후

112

191

2

2
191

2,040 2,017 1,914 1,015 897

2

전체

2,561 3,959 3,227 1,783 1,260

36

NHBD: Non Heart Beating Donor

폐 췌도 소장 골수 각막
37
3
1
436

2

생존시

별 순위가 다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103
107

37

3

1

103

629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K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표 1]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황(2012년)
(단위 : 건)

구분

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2008

2,705

1,142

950

24

84

2009

3,015

1,238

1,018

23

2010

2,975

1,287

1,066

27

2011

3,656

1,639

1,210

2012

3,856

1,783

1,260

췌도

소장

각막

7

2

496

65

8

1

662

73

18

1

503

43

98

35

3

2

626

36

107

37

3

1

629

출처: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표 2]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별 이식 추이(골수 이식 미포함)

[표 2]를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장기별로 이식 추이를 살펴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형장기 이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추이를 보면, [그림
[그림 3] 2011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장기 이식 빈도 순위
(상위 50개국)

4]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에 총 1,739건이었으나 2012
년에 이르러 총 3,959건으로 약 2.3배로 증가하였다. 이 중
에서 뇌사 장기 기증에 의한 이식은 2002년 164건에서

나. 국내 장기 이식 현황

2012년에 이르러 1,751건으로 약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rean

고, 전체 평균 증가율 2.3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로

Network for Organ Sharing)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

나타났다. 또한 사후 장기 기증에 의한 이식은 2002년 113

2)

보(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에 따르면,

건에서 2012년 191건으로 약 1.7배, 생체 장기 기증에 의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식은 2002년 1,462건에서 2012년 2,017건으로 약 1.4배

장기이식은 총 3,959건이었고 이 중 고형장기 이식은

증가하였다.

3,227건으로 전체 이식 대비 약 81.5%를 차지하였고, 나머
지는 각막이식과 골수이식이 각각 629건과 103건이 시행되
었다. 고형장기 이식 3,227건 중에서 신장 이식이 1,783건
으로 전체 이식 대비 약 45%로 가장 많았고 간장 이식
1,260건으로 약 31.8%을 차지하였으며 신장 이식과 간장
이식을 합하면 전체 대비 약 77%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췌
장 이식 34건, 심장 이식 107건, 폐 이식 37건, 췌도 이식 3
건, 소장 이식 1건이 시행되었다.
Including bone marrow and cornea
※ 골수, 각막 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K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Annual Report of the Transplant 2012)

[그림 4]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추이(2002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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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를 참조하여 지난 10년간의 뇌사 장기 이식 추이
를 장기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뇌사 신장 이식의 경우
2002년 68건에서 2012년 768건으로 약 11배 이상 증가하
였고 뇌사 간장 이식은 2002년 28건에서 2012년 363건으
로 약 13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8건에 불과하던 췌장 이식은 2011년에 43건을 크게 늘어났
다가 2012년에 34건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심장 이
식은 2002년 11건에서 2012년 1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
다. 폐 이식은 2002년 2건에서 2012년 37건으로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6] 국가별 인구 백만명 당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2011)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의 보
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상위 70개국의 국가별 인구
백만명 당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PMP, Per
Million Population)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이
약 45 PMP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크로아티아, 벨기에 등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 PMP로 43번째로 나타났다.
※ 고형장기 이용은 뇌사 기증자의 평균 기증 장기수를 말함

[그림 5] 뇌사 고형장기 이식 추이(2002년~2012년)

나. 국내 장기 기증 현황
[그림 7]을 참조하면 2012년도 우리나라 뇌사 기증자는
409명, 사후 기증자는 112명, 생존 시 기증자는 2,040명이

2. 인체 장기 및 조직 기증의 국내외 현황

었으며 전체 기증자 2,561명 중 약 80%가 생존 시 기증자
로 나타나 선진국의 경우 뇌사 기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 세계적인 장기 기증 현황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는 뇌사자, 사망자 또는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 그 중에서도 특히 뇌사 장기 기증의 경우를

사람들의 기증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식을 위한 장기기증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36건에서 2011년에 368건으

각 나라의 문화, 정책 등에 따라 뇌사자 기증이 많은 경우,

로 약 10배, 2012년에는 409건으로 10년만에 약 11배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이 더 많은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빠르게 늘어났지만, 뇌사 장기 이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은 거의 전적으로 뇌사 또는 사

2011년에는 2012년의 전체 이식 장기 2,561건의 약 16%에

후 장기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뇌사 기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생체 장기 기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시행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보이지 않고 있다.

뇌사자의 경우 거의 모든 장기를 이식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편 [그림 8]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

하고 있다. 스페인의 국립이식기구(National Transplant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02년도에 8,386명에서

Organization, ONT)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2012년도에 20,850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Organization,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GODT(Global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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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각막 포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그림 7]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 기증 추이(2002년~2012년)

[그림 9]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와 장기 기증자수의 대략적인
변화 추이

병이 악화되거나 장기 이식을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도 있다.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 이식자의 등록일로부터 이식일까지의 대기시
간은 장기에 따라 다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은 [표 3]과 같다. 2012년 기준으로 살펴 보면, 가장
이식을 많이 받는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883
일이며 췌장 이식의 경우는 평균 3년이상 대기하는 것을 알
※ 이식대기자는 각 연도말 기준 누계이며, 이식등록자에서 이식자, 사망자, 본인수술취소자, 검사값 누락자 등 제외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그림 8] 우리나라 년도별 장기 이식 대기자 추이(2002~2012)

[그림 7]과 [그림 8]을 비교하면, 2012년도에 전체 장기
기증자 수 2,561명은 같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 20,850
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장기 기증자 수가 장기 이식 대기

수 있다.
(단위 : 일)

구분

평균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2008

471

839

126

970

56

2009

436

797

111

887

2010

474

830

138

2011

532

913

2012

535

883

췌도

소장

각막

118

178

336

130

75

47

279

925

124

83

25

318

160

1,044

142

53

39

792

305

167

972

166

102

269

247

347

출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자 수에 비해 약 18,289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도에는 전체 장기 기증자 수가 1,573명으로 같

[표 3] 이식자의 평균 대기시간

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 수 8,368명에 비해 6,795명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2년도에 장기 이식 대기

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자수에서 장기 기증자 수를 뺀 차이는 2002년도에 비해 약

인체조직 이식이란 기증 받은 사체의 일부를 환자에게 질

2.7배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2012년

병 치료를 위하여 이식하는 것으로 장기이식과 유사하다고

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

볼 수 있지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 이식의 경우에

자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는 대부분 생명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인체

있으며 대략적으로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직 이식은 생명의 유지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 않는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자 수의 차이에 해당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외에도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의

는 환자들은 장기 이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부는

적출, 처리과정, 보관, 분배 및 적응 질병 등이 장기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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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을 참조하면, 2011년 총 268,372개 인체조직

경우와 차이가 난다.

중 국내 자급비울은 24%로 64,409개였다. 2012년에는 총
구분

인체조직

장기

종류

뼈, 피부 및 근막,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양막(태반 안쪽의 막) 등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안구

기증시기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사후 불가능)

[표 5]를 참조하면, 2011년 전체 인체조직 기증자 2,205명

이식시기

가공, 보관 과정 거쳐 이식 (최장 5년)

즉각적으로 이식

중 생존 기증자가 1,9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이 수혜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뇌사자와 사후기증자는 각각 141명과 93명으로 총 234명

관련법

2004년 인체조직 관련법 의거, 상품 분류

1999년 장기법 의거, 공적 체계 관리

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수

[표 4] 인체조직과 장기 이식의 차이점

306,152개 중 국내 자급 비율은 21.4%에 해당하는 65,302
개로 부족한 상황은 201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입금액만도 총 2,269만 2,000달러에 이르러 이로 인해 환
자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5).

기증 및 이식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 피부, 인대, 혈
(단위 : 명)

관, 심장판막, 연골, 근막, 양막 등이 있는데 뼈와 피부가 가
장 많이 소요된다. 특히 화상환자의 경우 급하게 피부를 이
식해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운동선수의 무
릎 인대 등이 손상됐을 때, 심장이나 간 이식 수술 때도 혈

구분

계

생존자

뇌사자

사후기증자
240

계

16,605

15,710

655

2005년

2,442

2,393

48

1

2006년

2,726

2,660

62

4

2007년

2,408

2,306

77

25

관 등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장기 이식은 뇌사인 경우에 주

2008년

2,516

2,358

124

34

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인체조직 이식은 뇌사가 아니라도

2009년

2,252

2,103

111

38

2010년

2,056

1,919

92

45

2011년

2,205

1,971

141

93

사후에 가능하다.
미국 등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체조직 이식이 임상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정형외과, 흉
부외과, 성형외과, 치과영역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안과 영

출처: 2011년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표 5] 인체조직 기증자 수 변화 추이(2005-2011)

역 등 거의 모든 의료영역에서 정착된 의료시술로 받아 들
여지고 있다. 인체조직은 심장, 간, 신장 등의 장기와 달리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 사
람의 기증자로부터 100명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3.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기증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첫걸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3.1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기준으로 장기 이식 대
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는 대략 12%에 불과할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부족한 장기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식용 장기의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한 인체 조직은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현황 분석

[그림 10] 국내 인체조직 생산 및 가공 현황(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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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은 누군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
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착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통이다. 선의 또는 연민과 같은 감성에 의존하는 착한 마음

규정되어 있다. 이 본인 동의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으로 이루어지는 타인을 위해 주기만 하는 기증은 보다 뚜

있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

렷한 동기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이 취약한 한

해결을 위한 바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점을 가진다. 착한 기증을 통해 일부 문제점이 해소되기
는 하지만, 기증된 인체조직 및 장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이 잘 드러난 셈이다.

“첫째, 나는 뇌사 또는 심장사 등을 포함하여 사후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식 가능한 모든 나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인체조직 및 장기 기

장기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등의 기능회복, 질환

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의나 연민보다는 기증자의 개인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식하도록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의 자부심, 애정, 열정 등에 호소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위

않고 기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미래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거나 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둘째, 나는 사후에‘인체조직안전 및 관련 등에 관한 법

방식을 창안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

률’
에 따라 이식 가능한 모든 인체조직을 환자의 신체적

증을 이끌어 냄으로써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

완전성, 생리적 기능 회복 또는 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시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Win-

이식하도록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증하는 것에

Win Relay for Sharing Life)를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해

동의합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는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상생의 생명나눔 릴레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증 문화가

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뜻으

로 시작된 기증이 연속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로, 상기 첫째 및 둘째 항은 물론 본 셋째 항을 동일하게

(Sustain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따라 기증된 조

포함하는 내용으로‘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동

직과 장기의 수가 누진적으로 늘어나 가능한 한 빨리 이식

의서’
를 작성하는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내가 기증하는

대기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과 장기의 수요와 기증을 통해

인체조직 또는 장기등을 이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급되는 조직과 장기 수간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확장성(Proliferation)이다.
3.2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릴레이경주에서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연속적으로 이어
달리기가 가능한 것은 바톤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편을 이
루는 구간별 주자 간에 바톤을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달리
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릴레이경주에 참가하는 달리기 선
수들은 빨리 달리는 실력 못지 않게 바톤을 잘 주고 받는 실
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명나눔 릴레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톤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쉽
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서 정해진 규정을 지키면서
이러한 바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누군가가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기증자 본인의 자발적
인 의지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본인 동의서라는 것이

[그림 11]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첫 사례, 본인 동의서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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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장기

가하였고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약 27% 가량 증가한 셈이

기증자 본인의 동의 방법으로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다. 2012년도에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총 1,751명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

이고 뇌사 장기 기증자는 409명이므로 뇌사 장기 기증자 1

로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련

명당 평균 4.28개 장기를 이식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는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의

인체 조직의 경우는 기증자 1명당 평균 100명에게 이식이

동의 방법으로 장기 기증의 본인 동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본인 동의를 위한 문서는 유언에 준하는 성

(단위 : 백분율%)

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형식이 없이 기증자 본인이 자

3개월

1년

3년

5년

7년

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97

89.23

85.79

83.58

81.27

[그림 11]은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첫 사례로,
신장 이식 대기자 목록에 등록하고 투석을 시작하기 직전의

출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

[표 6] 뇌사 장기 이식자의 생존율

환자(성명: 김원천)의 본인 동의서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
터 발급받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다. 이러한 상생 생명

또한 [표 6]을 참조하면,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1년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

후 생존율이 평균 89.23%로 발표되었고 이는 1년 후의 사

적으로 또는 기증자 자신에게는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을

망률이 평균 10.77%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년 후의 생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존율과 사망률은 각각 85.79%와 14.21%, 5년 후의 생존율
과 사망률은 83.58%와 16.42%, 7년 후의 생존율과 사망률

3.3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확장성(Proliferation)

은 81.27%와 18.73%다.

장기 이식은 주로 뇌사 기증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

고, 인체 조직 이식에 대해서는 뇌사와 사후기증을 포함하

는 경우 연도별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자의 가상적인 변화

여 통합적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효과를 살펴 보기로

추이를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존의 년도별 기

한다.

증자와 비교함으로써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의 효과를 분석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하였다.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가 사망하는

국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2년 509.7명, 2011년

경우 이식이 가능한 인원수를 산출하기 위해 인체조직과 장기

4)

513.6명에서 2012년 530.8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연

이식을 구분하여 통상적인 사망률과 뇌사 사망률을 상황에

평균 사망율은 약 0.53%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따라 별도로 적용하였고 1명의 기증자로부터 혜택을 볼 수

체 사망자 중에서 뇌사로 사망하는 경우는 평균 2% 정도에

있는 조직 이식자의 수의 평균치(nt = 100)와 장기 이식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하다.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의 원인

의 수의 평균치(no = 4.28)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은 대부분 두부 외상에 따른 뇌의 실질손상과 뇌혈관계 질

우선 장기 이식을 중심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효과를

환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고나 질환으

살펴 보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시작한 기준연도로부터

로 인한 뇌사 사망자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300여

y년이 경과한 해에 뇌사 장기 이식자의 수 NO(y)는 해당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이 활발한 스페인보다 많은

연도 뇌사 장기 기증자 수 DO(y)로부터 NO(y) = noDo(y)와

뇌사 규모에 해당하는 셈이다.

같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제 해당 연도 뇌사 장기의 기

2010년 268명이었던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증자수 DO(y)는 다음 식(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011년에는 368명으로 37.3%나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3). 2002년
36명과 비교하면 10년간 뇌사 자기 기증자는 대략 11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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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 = DO1(y) + DO2(y) WO + DO3(y) WT

(1)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여기서 DO1(y)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지 않은

DO3(y) = ∑M、
m=1 NT(y - m)dT(m)dB

(4)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수를 나타낸다. 만일 미래의 특정
한 해에 기존의 방식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1(y)를

여기서 NT(y-m)은 당년(y)으로부터 m년 전의 인체 조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전 년도의 뇌사 장기 이식자의 수

직 이식자 수를 나타내며 동일한 해의 조직 기증자 수

DO1(y-1)에 년간 평균 증가율 go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산

DT(y-m)에 기증자 1인당 평균 조직 이식자 수 nT = 100을

출이 가능하며 다음 식(2)와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2002년

적용하여 N(y-m) = nTDT(y-m)와 같이 간단히 산출될 수

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뇌사 장기 이식자의 년간 평

있다. 또한 dT(m)는 인체 조직 이식자가 이식을 받은 해로

균 증가율은 go = 0.27로 알려졌다.

부터 m년 후의 1년간 평균 사망률을 나타낸다. 만일 조직
이식자의 연평균 사망률을 한국인의 일반적인 연평균 사망

DO1(y) = DO1(y-1) (1+go)

(2)

율 d = 0.53%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조직 이식을 받은 해
로부터 m년이 지난 해당 연도의 사망률은 dT(m) = (1-

또한 DO2(y)는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사 장기 이식

md)d 와 같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WT는 조직 이식자 중

을 받은 사람 중 당해년도의 뇌사 사망자의 수에 해당하고

에서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참여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0

WO는 뇌사자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

과 1 사이값을 갖는다. 생체 장기 기증과 달리 뇌사의 경우

율을 나타내며 0과 1사이 값을 갖는다. DO2(y)는 다음 식

장기 기증은 나이 제한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3)과 같이 주어진다.

16세부터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식(4)에서 기증
가능 기간을 조직 이식 후 최장 M、
=20년까지 적용하여 합
M

DO2(y) = ∑m=1 NO(y - m)dO(m)dB

(3)

산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장기 기증은 사망자 중 뇌
사의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뇌사

여기서 m = 1, 2, 3, … M 은 뇌사 장기이식을 받은 후

자 비율은 dB = 2%를 적용한다.

경과된 기간을 1년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NO(y-m)는 당해

다음으로 인체 조직 이식을 중심으로 상생 생명나눔 릴레

년도(y)를 기준으로 m년 전에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장기

이의 효과를 살펴 보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시작한 기

이식자 수에 해당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O(y-m)

준년도로부터 y년이 경과한 해에 인체 조직 이식자의 수

= noDo(y-m)와 같이 주어진다. 또한 dO(m)는 뇌사 장기

NT(y)는 해당 연도 조직 기증자의 수 DT(y)로부터 NT(y) =

이식을 받은 자가 m년 경과 후의 년평균 사망률을 나타내

nTD(y)와 같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이제 해당 연도 조직

고 dB는 사망자 중 뇌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의

기증자의 수 DT(y)는 다음 식(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경우 대략 dB = 2% 정도로 알려져 있다. 표6에 주어진 생
존율로부터 m = 1년 후 연평균 사망율은 dO(1) = 10.77%

DT(y) = DT1(y) + DT2(y) WT + DT3(y) WO

(5)

이고, m = 7년 후 연평균 사망율 dO(7)는 약 1% 정도로 산
출되며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감소하는 것으로

여기서 DT1(y)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를 적용하지 않고

예상되므로 식(3)에서 최장 M = 7년까지 적용하여 매년 발

기존의 방식으로 기증된 인체 조직 이식자 수다. 만일 미래

생하는 뇌사자 별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의 특정한 해에 기존의 방식에 의한 인체 조직 기증자수

마지막으로 DO3(y)는 전년도에 인체조직을 이식 받은 자

DT1(y)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전 년도의 조직 이식자의 수

중에서 해당 연도의 뇌사 사망자 수에 해당하고 WT는 뇌사

DT1(y-1)에 년간 평균 증가율 gT을 곱한 값으로 대략적인

사망자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산출이 가능하며 전년도의 인체조직 이식자의 수 T1(y-1)에

나타내며 0과 1사이값을 갖는다. DO3(y)는 아래 식(4)와 같

연간 평균 증가율 gT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하며

이 주어진다.

다음 식(6)과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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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지 우리나라 기증에 의한 조직 이식자의 연간 평균 증가율

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나타내며 0과 1사이값

은 대략적으로 gT = 0.29로 나타났다.

을 갖는다. DT3(y)는 아래 식(8)과 같이 주어진다.

DT1(y) = DT1(y-1) (1+gT)

DT3(y) = ∑Mm=1 DO(y - m)dO(m)

(6)

(8)

또한 DT2(y)는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직 이식을 받

여기서 DO(y-m)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m년 전 뇌사

은 사람 중 해당 연도에 사망자 수에 해당하고 WT는 사망자

장기 이식자 수이고 dO(m) 뇌사 장기 이식을 받은 m년 후

중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한 기증자 비율을 나타내며

의 연간 평균 사망율이다.

0과 1사이값을 갖는다. DT2(y) 다음 식(7)과 같이 주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식을 적용하여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에 의한 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M、
m=1

DT2(y) = ∑

NT(y - m)dT(m)

(7)

비교해 보기 위해 편이상 기존의 장기 및 조직 기증자의 수
를 100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NT(y-m)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m년 이전에 인체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비율 WO와 조직 이식을

조직 이식자의 수에 해당하며 dT(m)는 조직 이식자가 이식

받은 사람이 상생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비율 WT를 각각

을 받은 후 m년 후의 사망률을 나타내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0과 1사이 값으로 달리 설정하는 경우 장기 기증자와 조직

같이 dT(m) = (1-md)d 와 같이 주어질 수 있고 d는 한국인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알아 보았다.
식(1)로부터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해 뇌사 장기 기

의 연평균 사망율 d = 0.53%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T3(y)는 이전의 뇌사 장기 이식자 중에서 해

증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

당 연도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WO는 사망자 중 상생 생명

다. 뇌사 장기 이식자가 모두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2(y) WO + DO3(y) WT
WO=1
WO=1
WO=1
WT=0.25
WT=0.5
WT=0.75

년도(y)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수
DO1(y)

WO=1
WT=0

0

100

-

-

-

-

-

1

100

1

1

1

2

2

2

100

1

2

3

3

4

3

100

1

2

4

6

8

5

100

1

4

6

9

13

5

100

1

4

8

13

21

6

100

2

5

10

19

33

7

100

2

6

14

28

52

8

100

2

7

18

40

81

9

100

2

8

23

56

124

10

100

3

9

29

79

191

[표 7] 릴레이에 의한 뇌사 장기 기증자수의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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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1
WT=1

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경우(WO = 1)를 가정하고 조직 이식자가 상생 생명나눔 릴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해 인체 조직 기증자 수가 어

레이에 동참하는 비율(WT)을 0, 0.25, 0.5 0.75, 1의 5가

느 정도 증가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식(5)를 적용해 산출한

지로 변화시키면서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늘

결과는 [표 8]과 같다. 장기 이식자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어나는지 비교하였다.

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WO = 0)와 모두 동참하는 경우(WO

WT = 0인 경우 조직 이식자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 1)로 구분하고, 인체 조직 이식자가 생명나눔 릴레이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뇌사 장기 이식자만 참여하는 경우로

참여하는 비율(WT)을 0.3, 0.5, 1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기준연도로 부터 10년 후에 기존의 뇌사 장기 기증자 수에

우선 장기 이식자는 릴레이에 참여하지 않고(WO = 0) 조직

비해 3%에 해당하는 3명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미미

이식자의 30%만 릴레이에 참여하는 경우(WT = 0.3), 기준

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뇌사 장기 이식자

년도로 부터 10년 후에 기존 인체 조직 기증자 수 100명에

뿐 아니라 조직 이식자도 모두 뇌사 시에 장기 기증을 하는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309명의 조직 기증자가 늘어나는 것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WT = 1)를 가정하

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체 조직 이식자의 절반이 릴레이에

면, 10년 후에는 약 2배에 해당하는 191명의 뇌사 장기 기

참여하는 경우(WT = 0.5), 10년 후 늘어나는 조직 기증자

증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약 3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는 924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조

있다. 장기 이식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뇌사의 경

직 이식자가 모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우에만 제한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

(WT = 1), 10년 후에 6,756명으로 무려 67배에 달하는 조직

증자만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동참하는 경우 장기 기증자

기증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 기증자도

의 증가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조직 이식자가 함께 참여함

모두 릴레이에 동참한다면 9,556명까지 늘어나 약 100배에

으로써 장기 기증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을 보여 준다.

뇌사의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한 장기 이식과 달리 뇌사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조직 기증자수
DT2(y) WT + DT3(y) WO
WT=0.5
WT=0.5
WT=1
WO=0
WO=1
WO=0

년도(y)

기존의
조직
기증자수
DT1(y)

WT=0.3
WO=0

0

100

-

-

-

-

-

1

100

16

27

73

53

99

2

100

34

60

126

134

213

3

100

55

102

194

257

386

5

100

80

155

276

445

649

5

100

108

222

381

731

1050

6

100

140

306

513

1168

1664

7

100

178

412

680

1834

2602

8

100

221

545

885

2849

4031

9

100

271

713

1145

4396

6216

10

100

329

924

1472

6756

9556

WT=1
WO=1

[표 8] 릴레이에 의한 인체조직 기증자수의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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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뿐 아니라 사망후에도 조직의 기증이 가능한 조직 기증의
경우 1명의 기증으로 약 100명에게 조직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에 의한 조직 기증자의 증가폭
이 장기 기증에 비해 획기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세계의료허브를 향한 국가미래전략
인체 장기와 조직 이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과
그렇지 않은 병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생명을 구하거나 기본
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적인 치료수단이다. 또한 경제적

[그림 12] 세계 의료 허브 국가 미래전략의 3차원 평가 모델

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신장
이식은 투석과 같은 말기 신장병 치료에 있어서 높은 성공

(PMP, Per Million Population)은 스페인이 약 45 PMP

률과 우수한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크로아티아, 벨기에 등이며 우리나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장, 간, 심장 등의 고형 장기 이식

라의 경우 약 5 PMP로 43번째로 나타났다.

의 성공과 우수한 생존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요를

장기 이식 대기자 수와 장기 기증자 수의 차이에 해당하

이끌었다. 또한 피부 이식은 화상차료에 효과적이고 각막

는 환자들은 장기 이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부는

이식은 실명을 성공적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본다. 면역학적

병이 악화되거나 장기 이식을 받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X선이나 약물 등

도 있다. 장기이식 관리센터의 2012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에 의한 면역 억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인체 조직

따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기 이식자의 등록일로

이식의 성공율은 각각의 치료 영역에서 그러한 조직 이식이

부터 이식일까지의 대기시간은 장기에 따라 다르며 2012년

자주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도록 확신을 주기도 한다. 그러

기준으로 가장 이식을 많이 받는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대

나 국가 별로 장기 및 조직의 부족 현상, 기증과 관리 및 배

기시간은 883일이며 췌장 이식의 경우는 평균 3년 이상 대

분을 위한 제도, 윤리적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관행 등 풀

기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 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어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수요와 기증에 의해 공급되는 장기 간의

장기 및 조직 이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다.

살펴 보고 세계적인 의료허브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미래전

인체조직의 경우는 2012년에 이식된 조직 총 306,152개

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시간(Time), 공간

중 국내 자급 비율은 21.4%에 해당하는 65,302개로 기증

(Space), 분야(Displine)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3차원

조직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2011년과 크게

평가 모델을 적용하였다.

다르지 않았다. 인체조직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증 장기와 조직이 턱

주요한데, 외국 기관에서 수출하는 조직마다 바코드를 붙여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나이나 사망원인 등 기증자의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총 112,631건의

시술한 뒤 문제가 생겨도 역추적할 수 있지만 기증자 정보

고형장기 이식이 실시되어 전년도 대비 약 5.4% 증가하였

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직 이식을 통해 생전에 그 기증자가

으나 여전히 장기 기증은 전체 수요의 10%에 미치지 못하

앓던 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

는 것으로 알려졌다.1) 2011년 기준으로 상위 70개국의 국가

라에서 대부분의 조직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별 인구 백만명 당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기증자 비율

많이 이식되는 뼈를 예로 들면, 미국 내에서의 통상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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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생명 나눔 릴레이

급 가격이 우리나라에서의 공급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

리나라의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품질이 나쁜 싸구려 조직을 수입할

보고자 한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수준(노란색 3점)은 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체 조직은 가공 과정을 거

북아 평균 수준(주황색 2점)에 앞서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치고 나면 구분이 잘 안 되고 기증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

수준(초록색 4점)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수준을

에 따라 이식 후 재생능력 등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7점 만점에 4점(초록색)으로 평가한 근거는 장기 기증에 의

때문에 국내 기증 인체조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이식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본 논단에서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방식에 따르
면, 장기 기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한 편이지만 인체조직 기

각국의 인체 조직의 자급자족율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략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증자의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

본 논단을 통해 제안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가 최초로

기 기증과 조직 기증을 통합하여 이식 대기자가 장기 또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주변의 여

조직을 이식 받은 후 사망시 자신의 장기와 조직을 함께 기

론조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하는 상생 생명나눔 릴레이 동참이 확산되는 경우 인체

바탕으로 대략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인구 백만 명당 인체

조직의 기증이 급속도로 늘어나 수년 내에 국내에서 이식에

조직 및 기증자 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20년 이

필요한 인체조직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내에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세계 의료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한 기증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국

하는 것을 바람직한 국가 미래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내 인체 조직의 자급자족을 넘어 일본과 중국과 연계하는

이러한 국가 미래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동북아 의료허브를 넘어 세계 의료허브로 발돋음하는 선도

많은 국민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모아 한 방향으로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적인 의료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이 상승하는 과정에
서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마련되고 다양한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부가적인
기대효과로 미래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국
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비와 보험료가 절감되
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증 문화가 정착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
러나는 경우 인체 조직뿐 아니라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
는 뇌사 장기증자의 수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 작용으로 인체 조직과 장기 이식
대기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이식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경우, 젊은 층의 노
동력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다가올
고령 사회에 심각하게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시간(T)-분야(D)의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간(T)-공간
(S)으로 이동하여 동북아 및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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