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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는 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공여 가능한 장기 수의 부족으로 생체 기증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며 국내 생체 장기기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생존 장기기증자들은 기증 후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생존 장기기증자들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2018년 국내외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통계 및 법, 제도적 고찰, 의학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도적, 의료 실무적, 그리고 연구적 측면의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의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수혜자들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과 법ㆍ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검색어 : 장기기증, 생존 장기기증자,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들어가는 말

대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치료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
관리체계가 없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체장기이식(living-donor transplantation) 건수는

또한 생체장기이식을 할 때에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보호와 안전을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으로 2017년 한국의 간장 생체장기이식

담보하기 위한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 및 적절한 의학적,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은 세 번째로 높으며 신장 생체 장기이식

정신적 기준에 따른 평가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비율은 일곱 번째로 높았다[1]. 또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통계현황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잠정적 장기기증자에게 장기기증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생존 장기기증자(living organ

위험, 부작용, 기증절차, 동의철회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의

donor)의 장기이식 현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2].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8,9].

하지만 국내의 높은 생체장기이식 건수에도 불구하고 기증 후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생존 장기기증자들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은 확신하기 어려운데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사전사후 기증자 평가

이들은 수술 전,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경험하며[3], 수술

및 관리를 지향해나가는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EULID (Euro

이후에는 이식한 장기와 관련된 다양한 합병증과[4,5] 우울, 불안,

Living Donor project) 프로젝트와 ELIPSY (Euro Living Donor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걱정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Psychosocial Follow-up) 프로젝트를 통해 생존 장기기증자들의

있다[6,7]. 따라서 수술 전후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술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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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의사 결정 등 을 키워드 로 국내 선행 연구 문헌을 검색하고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는 장기기증자들의 권익을

분석하였다.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와 동의에 관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들이

나. 국외 생존 장기이식 관련 현황

장기기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
후 추적조사를 1~2년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에

체계적 제도나 지침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존 장기기증자 선정에

대한 해외 통계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고, 장기이식 전후 이들에

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며 기증자들의 권익 보호와

대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과 절차,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

안전을 위한 사전 사후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체계를 설립하고

및 절차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를

이들을 위한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한 기준과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해외 지침이나 관련문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이식 평가 및 기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고찰하고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과 관련된 해외 현황 및 관련 문헌들을

평가 근거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의 필요성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영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를 포함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자 선별,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침 및

몸말

제도에 대한 자료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학회 차원에서 공표된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관리 지침 및 사례를

1.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요소
및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을

가. 국내 생존 장기이식 관련 현황

키워드로 해외 선행연구들을 검색해 고찰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과
관련된 국내 통계 자료를 고찰하였다. 또한 장기이식 수술 전후
이들에 대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과 절차, 관리와 관련된

관 련 영 역 전 문가 (이 식 전 문 코 디네이터 , 법 학 자 ,

국내 법적 기준 및 승인 절차를 고찰하였다. 국내 연구 문헌고찰을

사회복지사(기증자 옹호자), 이식전문 외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통해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영역 전문가들의

평가기준 및 평가 도구,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및 방법에

합의 회의(consensus meeting)를 통해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영역,

장기이식법 등 법률 규정과 시행 규칙을 확인하고, ‘장기 등 이식

절차,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계 연보’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확보한
지침 및 관련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2. 연구결과

정신·사회심리학적 요소 및 의사결정능력,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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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적 고찰

규정은 있으나 실제 평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문서에 의한 기증자 본인의 동의를 법률로

전 세계적으로 생존 장기기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의무화하였으나 동의서에 담겨야 하는 필수 요건이나 양식과 관련된

특히 최근에는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이들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세부 규정 등이 없어 실제 충분한 정보 및 자율성에 의한 동의

평가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U를 비롯해 영국, 독일,

과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법에 명시된 연령 기준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꾸준히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 사유(정신질환자, 알코올 및 약물 등의

증가하는 생존 장기이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오고

의존)에 대한 의학적 기준이나 평가 기준, 평가의 세부사항에 대한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010년 ELIPSY 프로젝트를 통해 생존

지침이나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각 센터별, 상황별 기준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심리사회적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자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집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다. 의학적 고찰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http://konos.go.kr, http://
www.kotry.org/)에서 2012년 이후 생존 장기 이식 승인 건수,
승인/불승인 통계 등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각국의 가이드라인 및 연구 자료 등의 문헌고찰에서

있지만 실제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사전 평가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사항 및 제외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표 및 통계자료는 수집되고 있지 못한

수준(절대적/상대적)에 있어 비일관적인 상태로 결론을 내리기가

실정이다. 또한 각 이식 센터에서도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문헌은 기증 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으며 수술 후 기증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위험 요 소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 생존

추적 관찰, 특히 정신·사회심리학적 후유증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장기기증자 탈락 사유에는 약물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가족

현황 및 통계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동(강압의 존재) 등과 관련된 심리적 압박, 기증에 대한 양가감정,
재정적 의존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헌은

나. 법제도 고찰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기증의 금기로 제안하였지만 일부 문헌에서는
안전보장장치가 충분하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관련된 문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개별적 접근이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WHO 지침 및 암스테르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의사 결정 능력, 현재

포럼, 밴쿠버 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존 장기 기증과 관련된

증상의 안정성, 예후와 관련된 위험성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볼

기본적 원칙과 금기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이 제시되어 있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음주를 하는 생존 기증자의 경우는 국가별

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생존 장기기증자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기준이 상이한데, 미국에서는 평가항목이나 금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제정,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유럽은 정도에 따라 금기사항이 될 수 있고, 캐나다는 절대적 금기로

영국, 독일 등 각국에서는 관련 법률을 통해 생존 기증자의 기증

보고 있다.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절차는 각 지침, 센터별로 상이하나

연령 기준이나 의사결정 능력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절차

대개의 지침에서는 평가 시기나 순서, 평가자, 평가의 요소와 내용,

등을 법제도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생존

목적, 보고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고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기증자의 동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신·사회심리학적 검사 항목 및 도구에 있어서 캐나다, 미국의
지침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평가 질문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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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평가 도구인 LDAT(29문항)[10]가 고안되어 있고, 기증자
설명동의 평가도구인 EDICT(49문항)[11], DCI-ME(22문항)[12] 등도

이식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회의에서는 일정 건수 이상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 유효성에 대한 추가 결과는 확인되어 있지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장기기증 전담 임상심리사를 필수

않다. 필요 동의 구득 과정과 관련해서는 동의에 필요한 요소 및

인력으로 고용하여 기증자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서

평가 항목,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들, 이해의 확인과 동의서 양식

기증 여부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제안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식 후 생존 기증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

경우, 현행법상 기증동의절차,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시스템 및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설명 의무조항이 있으나 설명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이해 등을

그리고 생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보호를 위해 이들의

확인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동의서에 반영되어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 체계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동의절차 및 동의서 양식과 관련된 지침이 없어

법학자 자문회의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센터별로 시행하고 있는 동의 구득 절차가 상이하고 불투명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증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내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을 판단하 는 기준도 독립된

실정에 맞게 생존 장기기증자의 기증 동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타 병원의 소견서와 일치되는

사항을 제시한 국내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람만 기증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의 경우 절대적

수렴되었다.

금기는 주로 알코올 의존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요소, 상대적

사회복지사(기증자 옹호자) 자문회의에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금기에는 주요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 치매 등을 언급하고

있는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를 선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해진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TERS[13], PACT[14], SIPAT[15] 등의 이식

선별 도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자용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하는 기관이나 의사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의 잣대가 상이한

임상적인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알코올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검사 결과 정신과적으로 유의한 문제가 있는

의존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많은 센터에서 ‘6개월 금주 법칙’을

경우,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에 대한 프로토콜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문헌 등에서 이식 후 알코올 재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생존 장기기증자 평가의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우 이식 대기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식 수술 후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수혜자의 관리 및 후속

별도 과에서 평가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병원이나 센터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문헌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해외 지침

KONOS와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된 형태로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인 SF-36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증자를 위한 옹호자 시스템을 제안했다. 민감한

정신·사회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한 간단한 평가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장기기증 사례(타인간의 기증, 미성년자 기증 등)의 경우, 서로

수술 후 생존 장기기증자들을 1~2년 이상 장기 추적하는 것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보다는 상호간 이해관계가

권고하는 나라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실정이다. 이식 수혜자 역시 수술 후 다양한 정신·사회심리학적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증자의 보호자가 장기기증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책자와 보호자 동의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식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령 규정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식 수술 후 기증자를 위한 정기적인 정신의학적 건강검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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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프로토콜과

수렴하였다. 또한 이식 수술 전,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를 따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알코올성 간경화로 이식

생존 장기기증자의 유급휴가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만 인정이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 최소한의 치료나 금주 의지를

되는데, 적어도 의학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유급휴가 기간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문제 발생

기증자 및 수혜자의 등록 제도는 향후 위험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며

시 교통비나 치료비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필요함을 제언했다.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장기추적 관찰연구 등이 필요함을

이식 전문 외과의사 자문회의에서는 생존 장기기증자와

제언하였다.

이식 대기자를 평가하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KONOS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기증자를 보호하기

맺는 말

위해 이식 절차 중 개입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이 조사에서는 국내외 생존 장기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이식

장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또, 기증 전 설명 동의를 받을 때 최종

수혜자)들에 대한 통계 및 법, 제도적 고찰, 의학적 문헌 고찰을

책임자를 명시하는 부분에서 다학제적 패널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향후

하여 이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내 실정에 맞는 생존 장기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를 위한 법과

언급하였으며 특히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는 이식 대기자의 경우,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식 후에도 알코올 관련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회

다음과 같은 제도적, 의료 실무적, 그리고 연구적 측면의 제언을

차원에서 이식 전 금주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한다.

제시되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WHO 지침과 일관되게 국내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자문에서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정신과적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법률 및 규정에 포함시키고

문제로 인한 탈락 및 그 사유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 기준 및 평가의 구체적인 지침을

언급되었다. 또한 기증자의 보호를 위해 기증 적절성 평가와 관련된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이식 수혜자에 대한

의무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기증 여부에

정신·사회심리학적 금기 기준이나 평가 규정은 부재하는 상태로

대해서는 이식 대기자에게 가부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증자의 상담평가에 있어서 세부지침에

위한 필수 검사 항목에 정신·사회심리학적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대해서 문서화하고 보고서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증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적

필수적인 영역과 함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한 지침이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제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미성년 생존 장기기증자의

3의 옹호자(혹은 팀), 다수의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유된 결정이나

경우 독립적인 기증자 보호팀 또는 일시적인 후견인 제도와 같은

윤리 위원회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의서와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기증 적절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양식사용의 의무화 등도 기증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기증의

있겠다. 그리고 생존 장기기증자 및 이식 수혜자의 사후 관리에

금기가 되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지적 장애 수준을 획일화 하는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를 어떻게 진행했는가와 같은

사후 평가 및 추적 관찰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절차적 기준에 초점을 맞춘 지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체와 관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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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왜곡시킬

항목과 실태에 관한 파악이 시급하며 향후 이에 대한 자료 분석

수 있는 홍보를 지양하고 장기이식과 관련한 객관적인 지표 및

결과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정보 체계와 교육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국내 생존 장기기증자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수술 후 부작용 및

현재 국내 생존 장기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삶의 질의 결과를 예측하는 정신·사회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평가를 위한 각 센터별, 학회별 합의된 일관적인 프로토콜이

이식 수술 전후 기증자 및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개입 등과

부재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 및 지침의 제정을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내 생존 장기기증 및 이식

실정에 맞는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 도구를

수혜자의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와 의사결정 능력 평가와 관련된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시키는 등의 관련 연구 분야를 확대해

통계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계획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제도 및 추적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과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2017년 한국의 간장(liver) 생체장기이식 비율은 전 세계에서

의료 실무적 측면에서는 국내 각 이식센터별 관련 현황 자료

세 번째로 높고 신장(kidney) 생체장기이식 비율은 일곱 번째로

수집의 필요성과 평가 항목의 표준화,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와 합의

높다. 또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등이 이루어져 관련 통계 등 근거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식 수술 후에도 각 이식센터별 표준화된 추적 관리 시스템 및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정보 교류를 통한 근거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한 사례,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장기기증 전담 임상심리사를
필수 인력으로 고용하여 기증자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정확히

즉 취약성이 있는 기증 후보자(미성년, 출산 후 여성, 정신질환자

판독해서 기증 여무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등)의 보호를 위해 실제 이들에 의한 생존 이식과 응급 이식

필요하다.

사례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의 필요성을
③ 시사점은?

제안한다. 그리고 센터별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각각의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생존 장기기증자와 이식 수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독립된 전담 중재자를 마련하거나

정신·사회심리학적 측면의 평가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독립적인 전담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련의 중요성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또한 실제 정신·사회심리학적 평가를 할 때에는 일부 의무적인

있다.

지침을 두고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도구는 센터별, 사례별로
담당 평가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존
장기기증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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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sychosocial Criteria for Living Organ Donor Evaluation
Choi Eun Kyung,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Jang Ye Eun, Park HyeYoun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Bundang Hospital

In Korea, the number of living organ donors is relatively high and continues to increase. Recently, the importance of
psychosocial evaluations and the management of living organ donors in Korea has been emphasized. This study developed a
policy of evaluation and management for living organ donors by conducting statistical,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s,
reviewing the medical literature of living organ donors, and holding consensus meetings of related experts.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ed legal, clinical,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This study was critical because it confirms the necessity of
psychosocial evaluation,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to protect both living organ donors and organ
recipients in Korea.
Keywords: transplantation, living organ donor, psychosocial evaluation, psychosocial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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