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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수술은 1954년 미국의 외과 의사 조셉 머

다. 이 같은 기술적 진보에 때맞춰 미국 정부는 6월

레이(Joseph Murray)가 쌍둥이 형제의 신장이식

13일 장기이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술에 성공한 이래, 이식 장기의 범위가 간, 심장,

발표했다. 장기이식 관련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폐, 성기 등으로 넓어지며 기술적 진보를 거듭해 왔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까지 포괄적인 내

다. 최근에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렌

용을 담고 있다.

샤오핑 교수가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혀 윤리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1)
하지만 장기이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

미국 국민, 장기이식 기다리다 하루 22명
숨져

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적출한
장기의 보관시간이 4시간 가량으로 매우 짧아서 장

미국의 장기 이식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기나눔연합

기기증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실제로 이식으로

네트워크’(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장기

UNO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이식 대기자의 수와 대기시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루어진 장기이식은 30,974건으로 통계가 잡힌

지난 5월 22일 워싱턴포스트는 장기 기증자로부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2) 장기보존

터 적출한 장기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 장

과 이식 기술의 향상, 그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

기가 여전히 사람 몸 안에 ‘살아있는’ 있는 것처럼 보

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증 서약자도 늘고 있는 결

관하는 장치를 소개하며, 기증된 장기의 보관 및 이

과(매년 약 6,000명)로 분석된다. 하지만 장기이식

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

에 대한 수요도 그 이상 크게 늘어 수요와 공급의 불

자들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

균형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김동환(2016. 6. 13),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세계일보』
2) UNOS(2015), Annual Report, https://www.unos.org/about/annual-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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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이들에게 신장을 바로 이

그림 1 : 2015년 미국의 장기별 이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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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할 수 있다면 신장투석 치료기간이 줄어 장기기증
대기자 1명당 년간 6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
고했다.3)

장기이식, ‘살아있는’ 채로 보관하고
이송한다
장기이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 UNOS Annual Report(2015)

현재 미국의 장기기증 대기자 명단에는 약 12만
명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분에 한 명꼴로 대기

이식을 위한 장기의 보관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현
그림 2 : 트랜스메딕스 사의 휴대용장기보관시스템

자 명단에 이름이 추가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80%
인 약 10만 명이 신장 대기자이며, 신장이식 대기자
들은 자신에게 맞는(면역 거부 반응이 덜하거나 없
는) 장기가 언제 어디서 제때 수급이 될지 정처 없이
기다리다 하루 22명꼴로 죽음을 맞고 있다.
폐와 심장의 경우 전문가들은 기증되었으나 이식
에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심장이나 폐의 절반이라
도 환자들에게 제때 전달할 수만 있어도, 현재 심장
과 폐 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의 적체 현
상을 2~3년 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증 장기의 수급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치료비에 부담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역시 문제이다. 2013 대통령경제보고
서(2013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따
르면, 말기신장질환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한
해 약 340억 달러이며, 이는 메디케어 전체 예산의

주: 적출된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9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자료: 트랜스메딕스 사

3)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2013),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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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무선 장치를 통해 보관 장기의 상태를 조절

자료: Washington Post

재 장기이식을 위해 적출된 장기는 냉동 상태로 보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 장치로 보관 이송된 간

관해 장기 기능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보관, 이식받

을 이식 받은 71살의 전 미 생물학 교수 로이드 마쓰

을 환자에게 이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냉동 보관

모토의 사례를 자세히 전하며, 장기 기능 손상을 줄

상태로 4시간 30분 이상이 지나면 장기의 기능이 크

이는 이와 같은 새 기술은 이식 가능한 장기의 공급

게 손상돼 쓰일 수 없다.

을 크게 늘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의 성공 확률

워싱턴포스트는 트랜스메딕스(TransMedics)라는
회사가 개발한 ‘휴대용장기보관시스템’(Portable
4)

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도 있다. 이미 호주와

Organ Care System)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 2006년 이후 200번 이상의 상

이 장치를 이용해 장기를 보관하여 이송하면 최소 9

업적 시술이 행해졌지만, 아직 미국식품의약국

시간 동안 적출된 장기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 또

(FDA)으로부터는 안전성 입증을 담보로 한 상업적

한 이식 되기 전까지 장기 기능을 체크하는 센서를

시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수술비용 최소

통해 수술을 담당할 의료진에게 장기 기능에 대한

25만 달러에 휴대용장기보관시스템 구입 비용 4만

정보도 무선 장치를 통해 전달하고, 의사는 터치스

5,000달러 등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숙제다.

크린을 통해 보관 상태를 조절할 수도 있다(그림 3).

4) Lenny Bernstein(2016. May 22), “Donated organs kept ‘alive’ may ease the transplant shortag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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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장기이식 종합 대책 주요내용

수행 기관

주요 내용

미국 국방성 (DOD)

- 고등생체조직제조혁신연구소(Advanced Tissue Biofabrication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설립 및 연구개발에 1억 6,000만 달러 투자
- 장기와 인체조직 보존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상 제정에 700만 달러 투자

미국 신장학회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 엑스프라이즈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가칭)신장병 엑스프라이즈 대회 개최에
700만 달러 투자

방광섬유증재단(Cystic Fibrosis Foundation) - 폐 이식후 경과를 호전시키는 연구에 1,500만 달러 투자
월터 리드 국립군인의료센터
- 현역 군인가족들 대상 신장교환이식(kidney paired donation)* 프로그램 시범적으로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시작
존스홉킨스대학과 국립알러지와 감염병
연구소

- HIV 양성환자 간 장기이식 연구

장기나눔연합네트워크(UNOS)와 장기수급
- 장기기증자 및 대기자 사이의 매칭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이식네트워크(OPTN)
Facebook, Twitter, Tinder, ORGANIZE 등
소셜미디어

- 2016년 가을까지 장기기증 서약자 100만 명 목표로 캠페인

주: *신장교환이식(kidney paired donation)은 이식을 받아야 할 신장질환자의 가족 중에 신장 기증 의사가 있으나 혈액형이나 조직적합성 등의 조건이 맞
지 않아 가족 간 이식이 어려운 경우, 같은 상황의 또 다른 가족 또는 여러 가족과 신장의 이식과 수혜를 주고받는 방법
자료: White House(2016. June 13) 참고 및 저자 재구성

장기이식 연구개발에 2억 달러 투자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기도 했다.5)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장기이식

휴대용장기보관시스템 같은 의학계의 기술적 성

종합 대책은 장기이식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취 외에도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역시 장기이식

하기 위해 정부기관부터 대학, 기업과 비영리 재단까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 사회 전반의 노력을 총망라하고 있다.6) 내용을 살

2013년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환자의

펴보면, 장기이식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2

장기 이식을 연구할 수 있는 ‘HOPE’(HIV Organ

억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관련 기관 사이

Policy Equity Act)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장기이

의 장기기증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식의 범위를 넓히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3

눈에 띈다. 또한 미국인의 95%가 장기기증을 지지함

월 30일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의료진이

에도 불구하고, 실재 장기기증 서약자는 50% 내외인

HIV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첫 장기 이식 수술을 진

점을 감안, 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캠페인까지 담

행하며, HIV/AIDS 감염자끼리 장기 이식 수술을

고 있다. 내용을 [표 1]에 간단히 정리했다.

5) Johns Hopkins University(2016. 4. 1), “Johns Hopkins performs first HIV-positive to HIV-positive organ transplants in U.S.”
6) White House(2016. June 13), “Saving Lives and Giving Hope by Reducing the Organ Wait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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