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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장기이식과 더불어 조직이식술의 발전은 기증받은 조직으로 많은 화상 환자나

뼈손실 환자들에게 중요한 신체의 부분을 복원시켜 주거나 대신해 줌으로서 새로

운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의 진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

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는 장기 및 조직이식의 인도적인 면과 의학적인 면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이 인정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제도적인 뒷바침이 계속 보완되었다. 유

족들에게는 기증자의 개인의 권리와 헌신에 대한 존중,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다

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갖게 하는 한편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이 사회적인 문

제와 연관되어 조직이식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

적인 문제와 의학의 진보인 장기기증 및 복제에 대한 충돌이 일어 사회, 윤리학적

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의 조직은행 술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오고, 수요의 증대에 따

라 전문기술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의학적인 기술과 법률,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

두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조직은행은 조직의 획득이나 처리, 보관, 분배 등의 많은 제안점

을 갖고 있어 발전하지 못하고, 이식에 이용되는 조직의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보다는 늦게 출발하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이 시행되었

으나 조직 부분이 제외됨으로 해서 조직기증 및 이식, 그리고 조직은행이 제도권

안에서의 발전이 어렵게 되기는 했지만 각 대학과 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의 발전

과 함께 조직은행의 필요성과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조직은행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조직기증에 있어 윤리적·법률적 측면을 조사하고, 국내외 조직은행

의 현황을 살피면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조직은행의 구조와 조직의 안전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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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리기준, 조직구득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 후 그 발전방향에 대해 탐색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기증 및 이식은 자율성존중의 원칙 에 의하여 기증자가 충분한 정보와

권리를 가지고, 외부의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자율적 의지와 행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자체의 육체적·정신적 조건들이 참되고도 고유한 의

미에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든다는 의무까지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조직의 매매로 인격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2.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조직은행 운영에 있

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준 높은 조직의 질과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에 있다. 앞서 말했듯이 법에서 조직기증과 이식이 제외됨으로 해서 조직은행 스

스로 운영에 관한 자율적인 규정과 지침서를 만들어 나가야하며, 자율적인 감독

체재와 인증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3. 자율적인 감독 체재와 인증제도는 한국조직은행연합회의 창립으로, 각 분야의

전문 분과위원들이 구성되어 각 조직은행을 총괄, 연결하는 공통된 운영규정과 술

식에 대한 지침서를 제정하고, 인증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면 될 것이다.

4. 조직은행과 의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는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무균시설과 기술에 의해 조달되어졌다면, 조직의 의학적 사용에 관하여 아무

런 책임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침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행하

지 않은 술식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조직의 채취, 처리, 저장 및 보관, 분배 등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서비스료

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이식에 사

용되는 전 조직에 대하여 처치료서의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

이고, 조직은행의 안정적 발전과 연구를 위해 정당한 비용을 산출하여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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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이식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은행 발전의 관건은 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

가에 있다. 이것은 다각적인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에 잠재적 기증자에

게 의사가 기증의사를 묻도록 하는 방법, 공익광고와 각 연령별에 맞는 폭넓은 홍

보 기획,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내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출발점에 선 국내의 조직은행이 선진국 수준의 조직은행의 운영과 술식을

단번에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는 선진국 수준이며, 쉽게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은행의 수준 향

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의료보험 적용과 법률의 정비, 조직의 획득

방안 연구, 무엇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질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

등 향후 심층적인 연구와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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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우리 의료계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선진 의료기술의 수입과 경제 발

전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 의학기술의 근본 뿌리는 서양의

연구 기술에 그 토대를 이루고 있어 과거의 학문적, 기술적 이양에서 이제는 그

부산물인 의료기기, 소모품 및 다양한 재료들을 수입하게 되었고, 이 또한 그 학문

의 뿌리를 고찰하면 불가항력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학문과 기술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첨단 의료기술과 접합이 잘 이루어져 훌륭한 의료사회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각 의료인 개인이 관심을 갖고 이식해오던 조직 (t is su e)에 있어

서도 장기기증운동과 같이 홍보와 국내 신기술과 외국 의료제품에 대한 관습적인

신뢰도 차이 등을 극복한다면 국내 최초의 국산 기술에 의한 의료 및 사회사업으

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조직이식이란 뼈에 발생하는 암, 퇴행성질환, 외상 및 사고, 산업재해, 아동기 질

환 등으로 골격결손 부분을 수복하고 종종 사지절단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

며, 스포츠 도중 발생하는 건파열의 경우에서도 사용되며, 근을 덮고 있는 근막의

경우 건, 인대, 눈꺼풀, 복벽을 복원하는데 사용한다. 피부의 경우 광범위한 화상으

로 자가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고 감염예방, 수분증발방지, 동통의 감

소, 흉터방지, 기능회복 등 동종피부조직을 이식함으로 유용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조직을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기증된 사람의 조

직을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은행은 여러

종류의 조직을 다루며 그 활동영역도 각 조직은행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

위하다 (뼈은행, 피부은행, 각막은행, 골수은행 등).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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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의 임무는 이식될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조

직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19세기초부터 조직이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왔으

며, 1950년 이후 근대적 개념의 조직은행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미국조직은행연합회를 설립하고 인증절차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조직은행의 술식을 표준화하고 일정하며 동일한 수준의 품질

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는 1999년 한국조직은행과 가톨릭동종이식센터가 설립되었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심혈관센터에서 오래 전부터 심장판막에 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완

료, 심혈관계 조직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직 조직은행에 관한 명확한 개

념, 정의가 세워져 있기보다는 각 의료인들의 전문 분야에 국한된 경험에 의존하

는 경향이며, 선진국 수준의 조직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조직에 관

련된 사항이 시행규칙에서 제외됨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초기 장기이식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인체의 조직을 채취, 처리하여 이식을 하는 과정

에서 조직을 장시간의 보관을 하고 분배를 하고 있으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이 전무해 어느 곳의 저촉도 받지 않고 처리, 보관되고 있으며, 수입기준도 없

이 인체 조직을 마구잡이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조직을 획득

하는 데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직은행의 절대적 사명은 안

전한 조직을 공급하는 것임으로 무엇보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생산하는 책임이

있으며, 기증자 선택을 위한 기준이나 조직의 처리술식, 저장, 품질관리 등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조직이식대상자를 보호하고 외과의로부

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직은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국내의 경제적 능력으로 보아 모든 은행들이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질을 유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의료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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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의 제도적인 뒷바침이 전무한 형편에서 빠른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

라고 본다. 그러나 조직은행의 발전은 국내의 조직이식대상자의 수요와 그 수입량

으로 인한 외화의 낭비, 조직의 안정성, 환자들의 비용 절감 등등의 이유로 하면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조직은행의 역사와 사회·법률·의료적인 배경을 살펴

보고, 각 조직의 국내 이식현황, 수입실태, 외국의 조직은행 발달사 등을 조사하여

한국에서의 조직은행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연 구목 적

본 연구는 현대의료에서 첨단이며 인간의 생명구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혁신

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식술에 있어서 조직기증자와 이식대기자들의 권리를 보

호하고,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조직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립해보고

자 한다.

(1) 조직기증에 있어 윤리적 법률적 측면을 조사하고, 국내외 조직은행의 현황

을 조사한다.

(2) 한국과 외국의 조직은행 운영에 관해 비교 조사한다.

(3) 바람직한 조직은행의 구조와 조직의 안전성에 관한 처리기준, 조직구득 방

안에 대해 탐색한다.

(4) 조직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 탐색한다.

2 . 용 어정 의

본 연구에 있어서 용어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조 직 : 장기이식법 제3조 (정의)1호 다.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 사

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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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2) 조직기증자 : 다른 사람의 조직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

정한 조직등을 제공하는 자

(3) 조직이식대기자 : 자신의 조직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조직

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자

(4) 사전동의 : 자신의 조직을 기증하기 위하여 사전 (死前)에 기증의사를 민간

장기기증운동 단체에 등록을 해놓았거나 유언이나 녹음, 기록 등으로 밝혀 놓은

자

(5) 생체 기증자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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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윤리적·법률적 고찰

1. 조 직기 증 및 이식 에서 의 윤 리적 고찰

(1 ) 철학 적 고 찰

현대 생명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생명윤리가 급속히 진전되고, 의료

시술 환경이 예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짐에 따

라 생명의료윤리학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n orm at iv e ethics )과 메타윤리학(m eta ethics )으로 나눈다.

규범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인간 행위와 관련지어 결정하려는 것이고,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들의 본성을 분석하거나 특정한 도덕 판단의 정당화를 위

한 방법 등을 규정한다.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규범윤리학으로서 이것은 다시 이

론규범윤리학 (g en eral norm at iv e ethics )과 응용규범 윤리학 (applied norm at iv e

ethics )으로 나뉘고, 생명의료윤리학은 특정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응용규범윤리학의 한 분야에 속한다. 생명의료윤리학의 과제는 의료행위나 생

명 의료적 연구와 관련해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의료윤리가 조직기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으므로 뇌사 (brain death )와 별개의 것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장기이식

과는 달리 심장사(心臟死)에서 조직을 채취함으로 뇌사라는 민감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죽음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등의 범위 밖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저서나 논문으로 생명의료윤리학과 관련해서 장기

이식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조직이식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의 관심이 폭넓지

않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논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은 생체기

증자, 뇌사자 장기 적출이후, 그리고 사체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이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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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신기증과 관련해서는 사체의 개념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다.

생체기증자로부터 얻어지는 조직은 대개 수술시 제거되는 뼈나 심장이식시 제

거되는 심장 가운데 판막을 떼어 재활용하는 것 등이다. 실제로 국내에서의 조직

이식은 수입되는 조직이 아니면 대개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조직을 가지고 이식

하고 있다. 뒤에 동의부분에서 다시 거론되겠지만 과연 이 과정중에서 합당한 절

차에 의해 조직을 얻으며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 이식되어지고 있느냐의 문제

가 있다.

뇌사자로부터 얻어지는 조직은 이미 장기를 모두 적출하고 난 후에 가장 마지

막으로 적출함으로 어쩌면 뇌사의 승인여부의 논쟁에서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직의 이식은 수입에 의존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관련 의사

들의 관심이 국내의 기증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한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 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술된 내용이 없어 법률 밖에서 자율권

이 부여되고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Korea Organ N et w ork for Org an Sharing :

KONOS )이나 병원내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들에게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비용의 절감 등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뇌사자로부

터 조직을 얻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

지금까지 조직을 얻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체 기증자 (cadav er donor )로부

터이다. 이때 조직기증자 확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동의여부

와 매매 (賣買)에 관련해서 일 것이다.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은 사체 기증자가 기증에 앞서 죽은 자가 기

증자 카드(donor card)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가 기증에 반대할 지 여부를 밝히

지 않은 채 그의 장기나 조직을 채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

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장기이식의 잠재적 자원 (潛在的 資源)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定義) 제1항 臟器등 이라 함은「다. 사람의 器官 또

는 組織중 다른 사람의 臟器등의 機能回復을 위하여 摘出하여 移植될 수 있는 것으

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직이 제

외됨으로 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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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시

각도 있다.

매매와 관련한 장기 및 조직이식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는 잠재적 기증자와 잠

재적 이식대기자간의 이해 관계와 관련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논제들

이 우리가 인간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자신과 신체의 관계를 생각하는 입장

등과 관련해서도 제기된다.

장기 및 조직이식의 윤리성에 대한 근본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발전

과 존중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장기나 신체조직을 단순하게 고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자체의 육체적·정신적 조건들을 참되고도 고유한 의

미에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무까지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2).

어떤 하나의 행동이 도덕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윤리 원칙들

(principles )과 규칙들(rule)을 활용한다. 우리가 윤리 이론으로서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 )를 택하건 의무론(deontology )을 택하건 간에 장기 및 조직이식

의 전통적 입장에서 대부분의 나라와 종교에서는 생명의 원리나 생명존중의 원리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를 근간으로 해석될 경우 장기 및 조직이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생명의료윤리분야의 행위들은 주로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 윤리 원

칙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그것들은 자율성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

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다3).

장기 및 조직기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T 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이며, 이는 인격체들이 외부적 상황과 독립적

으로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그 본래적 가치에 의

하여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과 그들이 취하는 자

2) 이동익. 장기 및 조직기증의 윤리. 초록집「IAEA/ RCA T issue Bank」세미나, 2000.
1. 15; 8

3) T . L. Beauchamp, J .F .Childress가「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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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행동들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본래적 가치는 또한 타인들에 의해 존중되어져

야 한다. 그러므로 기증자는 기증에 앞서 사전동의를 받은 일이 매우 중요하며, 장

기매매로 인한 인격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의 기

초가 되고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환자들은 승낙(informed consent )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수락 또는 거부하고, 장기기증을 동의하거나 거부

하며, 걱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장기들이나 조직을 기증하는데 동의한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은 기증 예정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의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직기증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장기의 생체이식에서 만약 공여자가

의사결정 능력(competence)이 없다면(태아, 치매노인 등) 그들의 장기기증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생전의) 유

언을 통해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체를 특정개인이나 기관에 기증한 경우

그 유언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존중되어야만 하는지의 문제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유언이 존중된다면 그것이 상업적

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해

를 처분하는 행위는 구속력이 없다는 법률상의 견해도 유사한 우려에 근거한 것

으로 보인다.

선행의 원칙(T he Principle of Beneficence)은 우리가 단지 도덕을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금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도덕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타인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그들의 복지

를 증진시키는 행동들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선행의 원칙은 미래

의 해악(害惡)을 예방할 의무, 당면 해악을 제거할 의무를 포함한다.

선행의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료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의 추구와 함께 해악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포함한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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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들과 해악의 균형 또는 비례(proportion ) 이다. 이는 균형의 원칙이다.

이득을 창출하거나 해악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

므로 이러한 균형의 원칙은 적극적인 선행원칙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선행의 원칙은 사회가 이식용 장기들과 조직들을 제공하고

이식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날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선진 사회에서 이식용 장기들을 획득하고 분배하는데 비용을 지

출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들이나 그에 속한 개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왜냐하

면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입되는 조직의 비용이 200- 300만불4)에 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외화의 낭비 외에도 수입되는 조직의 질의 안정성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득으로부터 예상되는 해악을 뺀 나머지 순이득이 상당량

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우리가 유사한 계산을 선진사회가 아

니라 기근구제에 급급한 사회에 대하여 시도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계약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X가 관련 사항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한 때에만 X는 Y에

대해 선행의 의무가 있다.

가) Y가 중대한 손실이나 상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나) 이 손실을 막기 위해 X의 행동(단독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이 요구된다.

다) X의 행동은 그것을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X의 행동은 X자신에게 심각한 위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마) Y가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득은 X가 입게 될 상해, 비용, 부담을 능가

한다.

이렇게 볼 때 사체 장기기증은 선행의 원칙에 관한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을 모

두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사망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있는 환자

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하여 사체 장기들을 기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4) 한스메디칼홈페이지 w ww . hansmedical.com/ hti_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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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한다5).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항상 해악을 피하고(악행금지) 이득을 제공(선행)하

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악과 이득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윤

리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해악과 이득을 분배하는가(distribute)에 있다. 누가 부담

을 져야하며, 누가 치료나 사회적인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인가? 부담이나

해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혜택의 경우, 공평한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원칙(T he

Principle of Justice)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여기에는 소득 분배의 문제, 첨단의료

개발과 고가의료에 대한 사회투자의 문제, 그리고 이식장기 및 조직의 분배 문제

등이 포함된다.

장기 및 조직이식은 한 사회의 보건의료 자원을 경제적, 윤리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 및 조직이식보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큰 효용을 산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오늘 날 특히 선진사회에서 생명을 구하는 장기이식이 허용

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의료만 제공된다면 아마도 의료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는 충족되지 않는다. 일정한 지역에 분배된 장기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적절하게 응용되어져야만 하고, 여러 윤

리적 견해들 사이의 실용적인 절충이 시도되고 있는 하나의 두드러진 예를 미국

의 전국적 장기할당 시스템인 미국장기이식분배망(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UNOS )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식은 단시간 내에 장기이식대기자를 선정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이식을 해야 하는 장기이식과는 달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조직을 얻어 최소 70명 이상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다만 한 사람에게서 넉넉히 얻어낼 수 있고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되

는 뼈에 비해 혈관, 인대 등의 연조직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그 분배의

5) 구영모, 장기이식과 시신기증의 윤리, 제1회 한국조직은행 workshop 초록집, 1999.
11. 26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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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2 ) 생명 윤 리 학 적 고 찰

지금까지 많은 논문들이 장기이식에 있어서 뇌사의 승인여부, 기증예정자의 사

전 동의여부, 매매의 부도덕성, 합리적인 분배 원칙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에 의해 사체로부터 이식

용 장기나 조직들을 획득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 실천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장기나 조직의 분배 못지 않게 장기의 획득 또한 우리의 주요 관심사

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아시아권의 조직은행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조직의 질(quality )에 관한 것이

관심사이지만, 실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조직기증자를 어떻게 획득하는가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Coordinator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2000년 3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AAT B의 조직은행 의료전문기술자(T echnician )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에 관한 것이 50%로 주를 이루고 있다6).

자율성의 원리가 장기공여를 위한 사전동의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단지 장기 및 조직기증을 사전동의에만 의존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강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는 환자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전동의의 기본요소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능력과 자발성, 정보요소인 정보의

제공과 권유, 이해, 동의 요소인 결정과 인정 등이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전문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절

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의요소에는 합리적인 동의서의 양식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체로부터의 조직 채취의 허

6) 2000. 3. 23- 26 미국 워싱턴 D/ C에서 열린 AAT B의 교육프로그램 over view of
tissue bank specia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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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직기증 동의서)는 유가족으로부터 얻어지며, 얻어진 동의서는 문서로 기록하

여 채취에 동의한 조직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동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견

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문인들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다7).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안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의 자문기관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뇌사판정에 관한 사항, 장기등을

이식 받을 자의 선정기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회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본임무

는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위원의 자격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

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어 지난 2000년 6월

15일 19명의 생명윤리위원이 위촉되었다8).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때, 각

HOPO(Hospital -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에서 뇌사자의 관리를

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臟器등寄贈者 등의 登錄) 1항에「장기등 기증자가 腦

死者 또는 사망자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4조(등록신청) 1항에「…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도는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제14조(腦死判定醫療機關 및 腦死判定委員會)3항「…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제15조(뇌사판정위원회 구성 등)1항 「법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8) 19명 가운데 의사 8명(이식관련전문의 2명, 신경과전문의 2명, 임상병리전문의 1명,

내과 1명, 예방의학과 1명,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소장 1명), 장기기증운동 관

련단체장 2명, 윤리학자 1명, 법률가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종교계2명, 방송인 1
명, 관련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증자 관리와 이식, 분배에 이르기

까지 의료 행위가 거의 전부인 장기이식관련분야에 생명윤리위원회에 의료인들이

50%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생명윤리위

원회의 임무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를 지도에 있으므로 센터의 소장이 위

원이 된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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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장기이식이나 조직이식, 특히 기증자와 관련하여 병원 윤리위원회는 기증

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기증자의 동의방식의 적합성의 여부, 기증자가 기증

에 대해 의료전문지식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했는지, 사망자가 기증자

카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반대할 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에

관한 문제, 사망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사망자의 의사를 가장 잘 아

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 미성년 기증자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적출로 인해 받게될 해와 이익에 관한 평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권고사항 넣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병원윤리위원회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윤리적 사항들을 의사, 간호사를

비롯, 변호사, 윤리학자, 성직자 등이 모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1972년 동안에 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한 혈액투

석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병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UNOS에도 윤리위

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장기의 구득과 분배 및 수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영향, 비

용효과, 사회적 영향, 공공정책 등 다각도의 윤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법 시행이후부터 4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주로 장기분배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 뇌사자 뿐만 아니라 사체의 장기 및 조직기증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 조직 분 배 에 있어 서 의 윤 리적 문 제

조직은행은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이다. 조직은행의 목적이 영리추

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조직은행이 그 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추

구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

어, 조직은행은 시술 및 의학연구를 위해 양질의 인체조직을 공급(provide)해야지,

결코 그것들을 판매(sell)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률에 의해 인체조직은 그것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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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일부분이건 사체의 일부분이건 매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인체

조직의 매매는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조직은행이 (무상으로)

기증 받은 인체조직을 판매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그것은 조직은행의 설

립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런 행위에 관여한 개인은 엄중한 형사 처

벌과 함께 심각한 윤리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의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에도 이식이나 치료를 위

한 것이라도 일체의 매매는 금지된다. 다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적출,

처리, 보관, 분배, 부분이식을 위한 합리적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UAGA

Sec. 10b). 즉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료(service charge)를 최종 사용자(end user )

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금액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의

명목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7조에 보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용되

는 해당 장기등을 이식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

료보험법(醫療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수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다9).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산출한 소요비용을 보면 장제 지원비로 2,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아마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기기증의 경우 수혜자가 기증자의 수술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인체조직의 수혜자가 기증시신

의 장례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조차도 그

보조금의 액수가 합당한(reasonable)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10)

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부담)「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의료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

용은 의료비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
KONOS에서 산출한 뇌사자 1인당 비용부담은 장기이식대상자가 이식수술비를 부

담은 물론, 뇌사자의 검사비, 코디네이터 비용, 장례비 보조 등으로 해서 9,240.000원

을 산출, 각 장기이식대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대략 5명이 장기이식을 받았

을 때, 1인당 약 190만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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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교 적 관 점 에서 의 고 찰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삶의 영적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가

족 중 죽음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입을 때 고인의 종교적 성향이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 및 조직의 기증이란 장기매매를 거부하

는 것을 의미하며, 또 기증이란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논리를 떠나서 장기나 조직

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증은 그 본질상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자

유는 본질적으로 책임감을 요구하며, 구조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킨다. 자유

는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맡겨진 하나의 능력이며, 이는 가치에 의해

서 가치를 존중함으로써만 획득된다.

인간 육체를 단순하게 인간 자체의 정신적, 영성적 범주와는 전혀 무관한 장기

나 조직의 복합물이나 덩어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인간학은

인간 육체를 특수한 방법으로 인간 실현에 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 은 살아 움직이는 선물 이 된다는 것에 있으며, 또

한 인간이 궁극적인 목표는 스스로를 타인에게 내어줌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

육체는 정확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선물로서 스스로를 탁월하게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 이 되며 따라서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삶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모험을 당연히 수반하고 또 수

반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혹은 죽은 다음에 장기 및 조직기증은 사랑의 계명

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예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지도자가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및 조직기증을

할 때 담임목사에게 종교적 의견을 묻거나 권유로 기증을 하고 있다.

대개의 종교 단체가 생물의학의 윤리학과 장기와 조직기증을 받아들이기 위해

10) 구영모 (조직은행 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윤리 세 가지 문제, 2000. 6. 24.
제2회 한국조직은행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초록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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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 다행히 조사에 의하면 많은 종교단체가 장기와 조직기

증과 이식이 다른 생명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기증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장기와 조직기증이 한 생명을 구하건 향상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권장하기도 한다.11)

다음에 명시된 종교단체는 장기와 조직기증과 이식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게 명

시되어 있다,

여 러 종 교단 체 에 서 의 간 추 린 성 명서

침 례 교 (B apt i s t )

침례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은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달렸다고

하지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 1988년 결의문을 통해 장기기증과 이식이

공식화되었고, 불쌍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적극 지지했다.

나머지 침례교도들은 장기와 조직의 이식은 관대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1988년 침례교는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다음은 그 일부

분이다. 완전한 부활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신체로 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자만심을, 사람들이 다른 이의 곤궁에 무관심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에서도 보여진다.

연구나 이식을 위한 장기기증은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봉사정신

에 입각해, 다른 이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11) 성경 요한 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

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 이웃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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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을 각인하고 그것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이후에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형제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장기기증자 카드나 생

전의 유언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각인하고 공고히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결의의 어떤 것도 안락사나 유아살해, 혹은 장기를 얻기 위해 태아의 조직을 배양

하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불 교

불교인들은 장기와 조직기증은 개인의 양심 문제이며 기증은 자비를 베푸는 것

과 동일시한다.

가 톨 릭

가톨릭 교인들의 장기와 조직기증을 자비와 사랑의 행동으로 본다. 장기와 조직

의 이식은 바티칸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교황 John

Paul 2세는 장기기증자가 필요함이 인정됨으로 모든 교인들은 이 일을 자선과 형

제/ 자매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앞장서 기증할 것이며 다른 윤리기관에서도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시다 라고 발표했다.

가톨릭 건강 편의시설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령 No. 30 에 따르면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이식대기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장기의 손실이 기증자의

생명 그 자체와 신체의 기능적 완쾌 상태를 빼앗거나 저하하지 않게 준비된 장기

기증자에게 주는 해와 비례적으로 균형적일 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No.

31 검시는 사망이 도덕적으로 확실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시간

의 결정은 최근의 의학적 조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해 관계의 충돌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죽은 환자의 의사(들)는 대개 이식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기 독 교

기독교에서는 장기와 조직기증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기증을 권유하고 있다. 1985년 결의문에 의하면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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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증자 등록을 하고, 또 장기이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지지한다 고

채택되어 있다.

영 국 성공 회 (E pi s c op al )

1982년 General Convention 결의문에 의하면 성공회는 헌혈, 장기, 그리고 조직

등의 기증이 주는 이득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성무(聖務)

로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

에게 장기를 기증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궁극적 처분은 경건히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있는 신체의 장기는 이

론적인 대상이 아니다. 죽기 전에 공여자의 동의나 사후에 친척들의 동의가 필요

하다.

그 리 스정 교 회 (Gre ek Orth o dox )

그리스정교회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인간의 삶을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예를 들

어 이식이나 연구를 통해 진료나 약물이 더 발전되고 병을 예방할 수 있을 시) 특

별히 반대하지 않는다.

힌 두 교

Hindu T emple Society of North America에 의하면 이 교에서는 특별히 법적으

로 장기기증을 금지하지 않고 결정권은 개인에게 넘어간다. 힌두 신화에 의하면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쓰인다는 부분이 있으며, 또 인간의 특정한

부위가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쓰이지 말라는 법이 없

다.

이 슬 람교

이슬람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A .Sachedina가 쓴 이식

의 실행 의 기사중 한 부분은 이슬라믹 법대에 다니는 모슬렘 학자들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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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길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며, 장기이식은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 이식을 도운 고인은 남에게 새 생명을 준 고귀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

다.

여 호 와의 증 인 (Jeh ov ah 's W itn e s s )

이 교단에서는 결정권이 개개인에게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교인들은 수혈에 대

해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와 조직의 기증이나 이식을 꺼려한다.

유 태 교 (Ju dai s m )

정통파 유태교, 보수파 유태교, 개혁파 유태교, 현대적 개혁주의 유태교 이 네

파는 장기기증을 지지한다. 유태교는 인간 생명을 구제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신성함을 우선한다고 가르친다. 뉴욕 Yeshiva대학 생물학과장이자 Orthodox

Rabbi인 Moses T endler박사와 아메리카 랍비 회의의 Bio- Ethics 위원회장에 따르

면 만약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한다면 그것은 의

무감에서이다. 비록 기증자가 이식대기자가 누구인지 모를 지라도 유태인의 윤리

학의 기본 원리-인간의 무한한 가치- 시력 회복이 인명구조 수술로 간주된 이래로

기증자는 반드시 하버드대학기준과 뇌사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에 따른 뇌

사 상태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루 터 란 (Luth eran )

루터란 교회의 Missouri Synod는 장기기증을 권유한 최초의 교파였다. 교파는

루터란 위트니스 매거진의 발행물을 통해서 1981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기증 카

드의 배분을 후원했다. 장기기증은 장기가 필요한 이웃에게 보여지는 희생적인 사

랑의 표시라며 적극적으로 권하고, 법적인 차원을 거친 후 장기등록증 사용까지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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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몬 (M orm on )

이 교단에서는 1974년 6월 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의

장기가 사후에 이식이나 연구용으로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양

심에 따라 결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는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에게 그것의 좋

은 점과 우려되는 점을 검토 받기를 조언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감과 인도를 요청

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실행의 단계를 밟을 수 있

도록 격려한다.

장 로 교 (P re s by t erian )

장로교는 장기기증을 권하고 지지하면서도 개인의 몸에 관한 결정권을 존중해

주기도 한다.

제 7일 안 식 일 재 림파 (S ev e nth - D ay A dv en ti s t )

제7일 안식교 재림파에서는 장기기증과 이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캘리포니

아에 있는 Loma Linda병원을 포함해 많은 이식병원을 가지고 있다. Loma Linda

병원은 소아과 심장이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퀘 이 커교 (S o c i e ty of F ri en d s - Qu ak er )

장기와 조직기증의 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다고 믿는다. 이 교단은 특별한 공식입

장이 없다.

연 합 감리 교 (U n it e d M eth o di s t )

1984년 the united methodists는 아래의 의결 안을 도입했다. 이기적이지 않은

건강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기독교 윤리의 중심에 있는 까닭에 장기와 조

직기증이 과학적으로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의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른 생명을 위협적인 질병으로 구할 수 있다고 증명된

이래로 장기기증은 생명을 주는 행위임으로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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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고인의 가족의 평안에 의하여 그리고 고인과 가족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배려와 존경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에게 장기와 조직기증을 권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운전면허증에 서

명하거나 기증카드를 지니고 다님으로서 장기 및 조직기증자가 되도록 장려한다.

기 증 과 이 식 에 대 한 주 요 교 단의 방 침 안

장 로 파 - 위 원 이 사 의 결 의 문 (R - 5 - 38 )

모든 교인들이 장기와 조직기증자가 되길 권하며

우리 형제의 건강과 복지 사업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심 없이 고려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윤리임에 반하여 그리고 장기기증과 이식은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

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좀더 나은 생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과

학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이 일은 생명나눔의 실천이라고 본다. 고인의 장기에 대해

남은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품위를 지키는 죽음이라고 설득해야 하며, 도

덕적 지도자는 장기와 조직기증이 생명을 나누는 인도주의적 이상이라고 일반인

들을 인식시켜야 한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기에 기증을 받으면 완치 가능한

병을 평생동안 고통 아래 신음하기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장로교는 장기와 조직기증을 권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남 부 침 례 교 결 의문 (15 )

장기이식에 필요한 장기의 수요 공급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장기이식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새 인생을 살게 해 준 것에 대하여, 1987년 5월 3일 New

York T ime 의 Gallup 조사단에 의하면 82%가 친지에게 장기기증을 할 의사가 있

었으나 20%만이 기증자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몸에 흠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소생한다는 보장이 없음에 대해, 장기기증은 연구 목적이나 이식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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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에 대해, 그리하여 결정하기 적당한 시기에 의사가 장

기기증을 권하고 나아가서 유언으로 남겼을 때, 장기기증 등록증이 있을 때 가까

운 친척은 장기기증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락사

나 유아 살해나 낙태, 장기를 획득하기 위한 태아 조직 수확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서는 안 된다.

유 태 교 - 생 명 을 구하 는 것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토라에 써있는 모든 계명을 무시할 수 있다. 단

3가지를 제외하는데 살인한 자, 간통한 자, 우상숭배를 한 자이다. 탈무드의 현인

들은 Leviticus 18: 5에 나오는 그는 그들이 의해 살리라 라는 구절을 생명의 나

눔이라고 해석하였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 sabbath ) 법을 넘어선다고 본

다. 즉 안식일이 네게 주어졌지 네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므로 안식

일까지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식일의 계명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한쪽으

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아플 때 그

를 치료하는 의사는 안식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

면 성인이나 유태학자가 하는 게 더 좋다. 유사하게 배가 바다에 침몰했거나 도시

가 산적이나 홍수로 둘러싸여 있다면 안식일이라 상관하지 말고 온갖 수단을 써

서 그들을 구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이다.

2 . 조 직기 증 및 이식 에 대 한 법 률적 고찰

사체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구득하면 생체로부터 수반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또 의학의 발달은 사체 장기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

다. 하지만 장기 및 조직기증자가 생전에 기증의사가 있었는지, 또 자신의 기증의

사를 기증 등록증 이나 명시된 기록으로 남겼는지 등의 여부를 모르는 채 유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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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만으로 기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법제화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기 및 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련한 법에 있

어서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체 장기기증과 관

련해서 혹시 나를 잠재적 기증자로 바라봄으로써 조기 죽음(premature death )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사후 사체 훼손은 과연 아무렇지 않을 것인가, 오진은 없을

것인가 등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용과 남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2), 또한 법제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제화 이후 가져올 수 있는 득(得)이 법이 없음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실(失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의 매매(賣買) 금지, 수요보다

미치지 못하는 공급, 그로 인한 공정한 분배, 엄격한 기증자 관리(뇌사 판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장기이식법에 살펴봄으로써,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각국의 관심사와 문제점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 미 국

1950년 전후부터 활발하게 행하여지던 각막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체장기제

공에 관한 법률이 제공되었다13). 이러한 법률들은 대체로 사체장기제공권자로서

생전의 본인이나 그 근친자를 들고, 양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사자 본인이나 그

근친자 의사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또 제공목적으로는 이식 외에 치료, 교육, 의학

의 진흥이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제공 방법으로는 유언서나 기타의 서면에 의하

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많은 법률 문제가 주법(州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체기증

12)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slippery slope argument s). Wibern van der Burg,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 Vol.4,pp.129∼142

13) 1947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39주와 콜럼비아

주가 특히 대상장기를 한정하지 않은 사체 내지 사체장기의 제공법을 제공하고 그 외

에도 4개 주(州)가 각막이식을 위한 안구제공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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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역시 각 주마다 상이하였고, 사체제공을 촉진하기에 부적절한 규정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사체제공에 관한 각 주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1968년 통일주법전미협

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 s on Uniform States Law s )와 미국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가 합동으로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을 승인하였다(동법 13조). 이는 동시에 그 당시 신장이식이 활발하게 행하

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식용 장기, 특히 이식용사체신장의 공급증가를 겨냥한 것이

기도 하였다. 이 법은 약칭 통일법(UAGA )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1987년 약간

개정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로는 통일사체제공법 외에도 전미장기이

식법(the National Organ T ransplant Act )을 들 수 있다. 1984년 10월 19일 장기

조달기구와 기타 목적으로 장기조달과 이식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률이다. 동 법률의 대체적인

모습은 제 1장에서 장기조달과 이식을 위한 연구팀의 기능과 업무수행범위 및 활

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장기이식을 위한 활동으로 전미장기이식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그 네트워크의 조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장기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타 부

수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Dept .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와의 업무협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88년 장기이식수정법(the Organ T ransplantation Amendment s Act of

1988)은 장기조달기구에 대한 조력, 장기조달과 이식에 관한 네트워크의 개편, 태

아의 장기이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1988년 3월의 연방의료보장 및 보조법(Medicare and Medicaid Program s:

Organ Procurement Protocols, Federal Register , Vol.53, No. 40. 1 Mar . 1988)의

제42장에서 장기제공자의 확보를 위한 병원과 조달기구의 노력, 장기이식의 참여

등에 관한 의료보장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05조, 제413조, 제441조, 제

482조,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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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990년 11월 16일 전미적인 골수제공자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중보

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 Public Law 101- 616)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일명 1990년 장기이식수정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제1장과 제2장

을 개정 증보하여 기증과 역할, 활동사항, 장기조달 및 이식네트워크와의 협조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가) 통일사체제공법

1987년의 통일사체제공법은 동년 7월 31일에서 8월 7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에서 통일주법에 관한 전미위원회(the National Canference of

Commissioner s on Uniform States Law s)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연방법률이다. 이

법률은 1984년의 법률에 사체기증에 관한 사항과 기증증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

으며, 통일사망판정법(T he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에 나와 있던 사망

의 정의에 사망자(decedent )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이 법은 1984

년의 법률에 비해 사체제공자를 사자 본인(individual donor )과 근친자(nest of kin or

guardian of the person )로 나눈 점, 실행방법 및 동의의 수정과 제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점 등이 그 특색이다. 또한 사체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법적 서식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a) 목적 및 특징

통일사체제공법은 이식, 치료, 교육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한 사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사자 본인, 근친자 또는 제3자의 승인을 요건으로 사체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체의 의학적 이용에 관하여 사자 본인의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인정하

는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 통일법에서는 자기의사결정권을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인 근친자에게 사체의 의학

적 이용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고, 본인은 사체기증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 성인에 대하여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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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인정하는 반면, 미성년자와 자신의 사체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성인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체기증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족인 근친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통일법의 방침은 극히 실제적인 것으로 평가된

다.

한편 동법은 신체의 일부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있도록 주의료위원회(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 )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인정된 개인을 의료기술

인(technician )이라 하여 장기이식전문의를 두고 있다.(UAGA Sec. 1 I).

18세 이상인 자는 생전에 장기기증의사표시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의

사를 표시할 때 기증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장기기증의사표시는 본인이 서명

한 서면에 의하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면전에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 2명의 증인 전원이 기증서면에 서명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등에 부가되거

나 인쇄된 장기기증의사표시는 운전면허증의 취소, 중지, 만료와 관계없이 유효하

다.

생전의 본인에 의한 사체기증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했을 때 발효

되기 때문에 사체기증이 이루어지고부터 사망시까지의 사이에 의사가 변한 경우

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증 의사를 철회하기 위하여 본인이 사망전 본인만이 취소

할 수 있다(UAGA Sec. 2 f). 사체 또는 사체의 일부를 기증하려 했던 것을 취소

하고 싶을 때는 기증과 같은 방식으로 서명한 서면, 운전면허증에 첨부되거나 인

쇄된 진술 및 장기제공에 거절의사를 밝히는 모든 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본

인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장기적출은 허용된다.

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성인인 자녀, 사망자의 부모, 사망자의 형제 자매, 사망자의 조부

모 및 사망 당시 사망자의 후견인(Guardian )의 순으로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의 거부 또는 상반된 언동을 알고 있는 때 및 사체

기증을 하려는 자가 동순위 또는 선순위자의 사체기증에 대한 반대를 알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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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전항의 자는 사체기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왔다면 그것은 모든 근친자의 반대에 우선한다. 장기기증의사표시는 근친자가 서

명한 서면, 근친자의 전보, 녹음된 전화, 다른 기록된 통신 또는 즉시 서면으로 전

환되고 기증자의 서명이 있는 근친자로부터의 기타 형태의 통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검시관(coroner )·의료감독관(medical examiner ) 및 지방공중보건담당관(local

public officer )은 다음의 경우에 이식이나 치료를 위한 장기나 조직의 적출을 그의

감독하에 허가할 수 있다. 즉 병원, 내과의, 외과의 또는 장기조달기구로부터 요청

이 있는 때, 장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근친자

에게 장기기증 내지 거부를 하려는 합법적인 노력을 한 때, 사망자의 반대의사표

시나 근친자의 반대가 없는 때, 적출이 내과의, 외과의 또는 의료기술자, 다만 안

구의 경우에는 안과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 적출이 검사나 조사에 방해되지 않

을 때, 적출이 승인된 의학수준에 합치할 때, 적절하다면 표면적인 복원이 가능한

때이다.

장기 및 조직의 적출을 승인하는 자는 사망자의 서면, 요청자, 요청일시와 목적,

요청부분 및 승인자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기증자의 상대방, 즉 피기증자로 될 수 있는 자로서는 병원, 의사, 외과의, 대학,

의과대학, 장기은행 그리고 특정의 개인(수요자로 되는 환자) 등이 열거되고 있다.

사체기증자는 기증할 곳을 지정하지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자 본인에 의한 기증은 카드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증처가 지정되지 않

은 경우가 많다. 피기증자가 이용할 수 없을 경우나 거부한 경우에는 병원이 수령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체기증을 그것을 수령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수령하면 그

사체내지는 사체 장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는 다시 그것을 다음

의사, 병원, 장기은행 또는 특정의 환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사체제공이 근

친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특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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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장기매매의 금지

이식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라도 일체의 장기매매는 금지된다. 다만 적출, 시술,

보관, 보존 , 질적 통제, 수송, 부분이식을 위한 합리적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

(나) 통일법 이후의 동향

통일법이 어느 정도 장기공급 증대에 공헌한 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

히 장기기증자의 적절한 확보에 실패하여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식용 장기가 부족

한 형편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위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꺼린다는 점과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기증에 주저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망판정시 장기기증카드 소지율이 3%에 불과하고,

소지하고 있더라도 의사들 유족의 승인없이는 장기적출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발

견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장기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1986년에는 정례적(定例的)인 가족에의 문의(Routine F aminial Inguiry ,

RFI)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에 추가하였다. 이는 환자가 잠재적 장기

기증자로 판명되었을 때, 즉 스스로 동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사가 가족에게

통지하여 장기제공 승낙을 얻어내려는 절차이다.

둘째, 능력자(能力者)에 대한 필수적 의뢰(Required Request of Competent

Individuals ) 제도의 제안이다. 이는 운전면허증의 경신이나 납세신고(tax returns )

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장기기증에 관한 의사를 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반대가 없는 한 적출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사자 본인이나 근친자

의 적극적인 기증의사 표시를 포기하고, 사자 본인과 유족의 반대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다.14) 이 제안의 배후에는 누구든 자신의 죽음

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사체기증을 기대하

14) 영국에서 소위 contracting - out 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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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식용 장기기증에 대해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

은 사람들이 기증을 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체기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넷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수지급(保授支給) 방안이다. 장기를 기증했을 때 보수

를 지불함으로써 장기공급을 증대시키려는 제안은 현재까지 몇 차례 주장되어 왔

다. 장기시장의 지지자인 코헨(Lloyd R. Cohen)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장기 계약을

맺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그 계약은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장기가 장기이식대기자의 인체에 성공적으로 이식될 경우 상당한 금

액(주요 장기의 경우 1개당 약 5천달러)을 사망한 기증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병원 측은 법에 따라 장기적출을 위해 바람직한 조건하

에 기증자의 사체를 보전해야 한다. 코헨은 열성적으로 이 방법에 접근하고 있다.

장기 판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관과 생체물질 시장이 개인들이 자신의 신체

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와 그 제어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변호인단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앤드루스(Lori Andrew s)는 인체의 여러 부위가 정

식으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락사 의 선구자로 악명 높은 의사 케보르

키안(Jack Kevorkian )은 신체의 일부는 재산이다. 인간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

며, 필요할 경우 처분할 분명한 권리를 가진다 고 주장하고 있다15).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유자의

동의 없는 인체조직의 적출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은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함으로 위헌이라고 한다16).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장기판매는 놀랄 만한

비율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원국에게 장기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17).

15) Anderw Kimbrell, T he Human Body Shop, 1995 ; 35
16) (오영근,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문제 (의료와 형법, 제10회 형사정책세미

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0)

- 29 -



(2 ) 아시 아

일본은 장기(또는 조직)이식에 관한 법률(각막이식에 관한 법률)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 후 이 법은 폐지되고 대체 법률로서 각막 및 신장이식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1979년 제정되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체신장의 이용률이 높아지자 이의 공급을 늘리

고, 사체신장적출의 적법성을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배경

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신장제공자의 등록제도 등

의 결실로 「각막 및 신장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뇌

사설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

기(vital organ), 특히 단일장기에 관한 언급과 뇌사설에 관한 조항은 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막과 신장이외의 장기의 적출에 관해서는 뇌사설의 입장과 삼징후설(三徵後

說)18) 입장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대한 평가

는 뇌사설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각각 사체손괴죄(일본형법 제190조) 또는 살인죄

(일본형법 제199조, 제 200조) 등의 성부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1997년 10월 10여년 간의 지루한 논의 끝에 장기이식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생전에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한 사람, 즉 기증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였고, 뇌사를 장기기증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며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의 절대 금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개정은 3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장기이식법 시행후 단 1건의 장기기

17) 유럽의 보건성장관들도 장기 시장 설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87년도 발행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장기의 기증은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심오한 인간적 행동

이다. 그러나 강력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 한 장기 이식행위나 그에 대한 법률제정

은 자칫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 보지 않았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위

험에는 인체에 값을 매기는 행위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비극적 가능성까지 포

함된다. 오늘 날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많은 나라들이 날로 늘어나는 장기

시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8) 통상의 의료행위로서의 뇌사 판정이 이루어진 대에는 가족의 승낙으로 인공호흡기

를 떼고, 심장이 정지한 사후에 신장, 췌장, 안구가 적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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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왜냐 하면 10세 미

만의 어린이가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므로 외국으로 이식을

받으려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또 어린이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 숨지는 사례가 발

생하자,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상지대학교법학부 장기이식법 연구회팀은 각국의 장기이식법을 검토하며, 생전

에 본인의 장기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에 의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뇌사판정의 대상자가 이상사체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해

당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뇌사판정을 한다는 뜻을 관할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지

침서제11의 5). 의사는 뇌사자의 신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229조 제1항의 검시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수속이 이루어진 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한다(지침 제11의 5). 의사는 장기를 적출하려고 할 때는

거시 기타의 범죄수사에 관한 수속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수속이 종료한 후가 아

니면 장기적출을 금하고 있다.

유교문화권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문 25개조의 장기이식법을 제정한 나라는 대만

이다(人體器官移植條例:1987년 6월 19일, 총통령 제 144호). 이를 받아 시행규칙인

위생서(衛生署)의 조례에는 생체(生體)와 사체에서 이식용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사체 또는 타인의 기관을 적출하여…」로

되어 있어 생체와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인정하고 있다(동조례 제1조). 기증자

는 의사가 사망을 판정한 후에만 사체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고, 뇌사에 의해

판정될 경우에는 중앙위생주관기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대만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사자의 장기적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형수

로부터의 장기적출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 10월 사형집행규칙을 개정하여 사형집행방법을 변경하였다.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기기구 또는 가스실을 사용하면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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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부분 심장부분에 대한 총살이 규정되어 있었다(사형집행규칙 제3조). 그런

데 이 조항에 다만 장기적출에 동의한 사형수에 대하여는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

여 두부를 사격하는 집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는 단서를 추가함으로 사형수로

부터의 장기적출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1991년 1월부터 7월까지 형집행 사형수

42명 중 21명으로부터 뇌사상태에서 장기가 적출되었다고 한다19).

(3 ) 유 럽

장기이식을 법률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뇌사나 장기이식

에 관하여 최근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종래 있었던 법률을 개정하는 나라가 늘어

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3년에도 포르투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장기이식법이 전면 개정되고,

또 이탈리아서도 장기이식법과는 별도로 뇌사에 대하여 규정한 죽음의 판정에 관

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또한 프랑스20)에서는, 1994년 7월에 이른바 생명윤리법

이 성립함으로서, 장기이식 뿐아니라 생식의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에 나타난 특색은, 뇌사개념의 인지와 동의요건의

정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매매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입법에서,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경향과 장기매매 금지의

확산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동의요건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것은 (1)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있어서도 규정(미성년자. 정신장해자의 동

의능력 등)을 둘 것인가 여부의 문제,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있어서 (2)누구의

19) [오영근/ 이상용,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44쪽 주 51) 참조

20) 프랑스에서는 1976년에 「장기적출(臟器摘出에 관한 법률」(1976년 12월 22일, 법

률 제1181호)을 제정하였다(총 5개조로 구성)또 이 법률이 만들어진 지 약 15개월

후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1978년 3월 31일의 시행령 제501호 및 1978년 4월 3일의

동시행령에 관한 보건·사회보장장관의 행정명령이 있다. 장기적출법은 생체 및 사

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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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3) 살아 있을 때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 추정을 인정할

것인가( 침묵하는 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문제, 즉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른바 승락의사표시방식(Contracting in ) 을

취할 것인가, 추정을 인정하는 반대의사표시방식(Contracting out ) 을 취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 장기를 제공할 때 본인의 의사

가 불분명한 경우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그 문제를 고찰하기 전에, 각국의 입법규

제범위에 대해 집고 넘어 가기로 한다.

장기이식법의 규정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 (1)총칙부분(대상이 되는 장기의 범

위나 죽음의 범위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2)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 (3)사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 (4)기타 규제(장기매매의 금지 등), (5)

벌칙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21).

먼저, 죽음의 정의에서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차츰 인지

되어가고 있으나, 뇌사개념의 규정방법으로서는, 장기이식법안에서 정할 것인가(덴

마크 등), 죽음의 인정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둘 것인가(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등의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이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죽음의 개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뇌사설에

의한 뇌사개념이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의학적 규정(guideline) 등에 위임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역시 다른 규정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종교적 이유에 따른 뇌사거부권을 인정한 미국 뉴저지주의 법률이

다.

다음으로 생체에서의 장기적출에 대해서는 북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법권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많고, 영미법권에서는 사체로부터의 적출규

21) 오무라 는, 최근 논문에서 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요건에 대하여 다시 분류하고,
(가)적출의 목적, (나)실시기관, (다)죽음의 정의. 사망판정기준, (라)사망판정자,
(마)승락, (바)검시(檢視)와의 관계, (사)장기매매의 금지에 관하여 요건 정리를 하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大村美由紀 뇌사와 장기이식(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

한 세계 각국의 입법 외국의 입법 32권 4.5.6호(1994년)85 페이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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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한정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22).

또 그밖에 규정내용으로는, 범죄수사, 특히 검시와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입

법례(예컨대 스웨덴 법 제9조 등)나 미국이 1987년에 만든 모범통일사체제공법 에

는 환자에게 장기제공의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할 의무를

의료기관측에 부과할 것을 시도하는(이른바 Required request , 이 법 제5조)등이 주

목된다. 또한 장기이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이나, 처벌의 범위나 법정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매매에 있어서는 이를 무겁게 처벌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내용에 가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

한 동의요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의사표시방식을 기초로 한 입법이 우세

한 유럽법권과 승낙의사표시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다른 법권(영미법권이나 중남미

법권 등)과의 차이가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도, 반대의

사표시방식을 채용하는 나라(싱가포르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동향이 주목

된다. 다음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입법이 정비되었거나 혹은 입법을 향한 논의가

진행중인 나라도 있어서, 특히 그 동향에 흥미를 갖게 될 유럽상황에 대하여, 사체

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입법제안)을 정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78년 인간의 장기·조직 등의 적출 및 이식

에 관한 구성국의 입법의 조화에 대하여 결의를 하고, 이식법의 지침으로 규칙을

기초하였다23). 이 규칙은 6가지 권고와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생체,

사체 쌍방으로부터의 적출에 대해 규정하고, 적출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치료에

22) 영국에서는 장기이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었다. 현행법으로서는 1961년에

제정된 인체조직법(Human T issue Act 1961), 각막조직법(T he Corneal Organ
Act 1986) 및 장기이식법(T he Human Organ T ransplant Act 1989)을 들 수 있

다.
23) 유럽평의회는 1949년에 구성국가의 통일의 증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촉진 그리

고 의회제민주주의 옹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서유럽제국의 대부

분이 가입하고 있다. 이 규칙의 정식 명칭은 인체 물자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가

맹국국내법령통일에 관한 결의 (1978. 5. 11,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채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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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지 않고 연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체로부터의 장기 적출은 사자가

생전에 적출을 요망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적출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96

년 11월, 유럽평의회는 생명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보호

하기 위한 조약 , 통칭 생명윤리조약 을 채택하였고, 1977년 4월 4일에는 가맹국의

서명을 시작,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22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중 5

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하며 발효하게 된다. 이 조약은 세계 최초의 생명윤리에 관

한 국제 법규이다. 이 조약의 기본원칙은 생물학·의학의 응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인권·자유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거 보는 인간의 개념은 인간

이라는 종의 일원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전형질에 의거하여 개인을

차별, 자손을 개조시키고자 하는 하는 목적에서의 인간염색체 개입을 금지하고 있

으며, 마찬가지로 인체와 그 일부를 상품화를 금하고 있는 것도 인간 존엄의 보호

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생명윤리

법에 의해 채용하고 있는 윤리 원칙이다.

생명윤리조약 과 생명윤리법 에는 인체의 산출물의 채취에 관계한 사람에 대하

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서는 안되며, 기증자와 이식대상자는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본인은 사전에 의료행위의 목적과

성질, 그 결과와 위험에 대한 적당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언제라도 자유로이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윤리조약과 생명윤리법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능

력이 없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었는데, 미성년자와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인 살아있는 성인으로부터는 인체의 일부를 적출할 수 없되, 형제, 제공함으로

써 자신도 구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권한있는 기관

의 동의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의 생명윤리법에는 제공을 위한 인체의 조직 및 세포의 적출과 산출물의

채취에 관하여 별도의 장이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인 맥락은 다른 법과 같으며,

인체의 조직 및 세포의 적출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보건시설에서만 하되,

조직을 적출하는 의사가 그 활동의 명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조직 및 세포를 가공, 보존, 배분 및 양도를 위한 허가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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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공보건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이 허가 기

간은 5년으로 기한을 정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산출물의 가공 또는

세포 배양의 실시 및 그 보조배분, 양도를 하는 허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활

동을 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에 부여하게 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 이외의 법권,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승낙의사표시

방식이 채택되어, 본인의(명시의)동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의사가 불

명한 경우에는 그 친족에게 동의권한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반대의사방식을 취하는 나라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대의

사표시방식을 맨 먼저 채용한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른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

식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에 따른다)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 여러 나라와 아직도 입법이 성립되지 않은 네덜란드에

서도 이른바 통지방식으로의 개정안이 존재한다.

다음에는 입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분류해서 검토한다.

유럽평의회 결의의 영향도 있어서, 반대의사표시방식을 채용하는 유럽의 나라들은,

노르웨이(1973년), 프랑스(1976년, 1994년신법령), 그리스(1978년, 1983년 개정), 터키

(1979년), 스페인(1979년) 포르투갈(1986년, 1993년 신법), 핀랜드(1985년), 이탈리아

(1975년, 1990년 개정), 벨지움(1986년), 룩셈부르크(1982년), 오스트리아(1982년), 키

프로스(1987년)로 상당히 많다. 이들 여러 나라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

는 제공할 의사가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장기적출은 가능하다. 다만, 그에 대하여 그동

안 노르웨이, 핀랜드, 터키, 벨지움에서는 가족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그 추정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가족이 가능한 한 통지를 해야 된다

는 입법도 있다(이른바 통지방식 이라는 방식). 그러나 그밖의 다른 나라, 즉 프랑

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가족에 의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동유럽 구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도 반대의사표시방식을 취한 입법이

우세하였으나,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이런 경향이 유지되어 이전에는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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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제공을 인정했던 러시아 공화국에서도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서 반대의사표

시방식이 채용되었다24).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웨덴(1987년)과 덴마크(1990년)에서는 법률 개정작업

이 진행되어, 반대의사표시방식에서 이른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으로 전환되

었다. 이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이란, 본인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 배

경에는, 실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가족의 (적극적)동의 없이는 적출이 이루

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의 가

족의 권리의 성질이다. 여기 대해서 스웨덴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족은 어디까

지나 본인의 의사를 추측하는데 가장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음으로 대리적으로

동의가 허용된다는 생각과, 가족은 그 고유의 권리에 근거하여 승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가족이 전적으로 독자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 장기이식입법이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

위스이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연방의사회의 Guideline 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

다.(일부 입법이 되어있는 주(칸튼)도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그밖에 여러 나라

도 입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1992년에 이식법

초안이 공표되었다.

스위스는 규정(Guideline)에 의하여, 반대의사표시방식으로 운용되어 가족의 거

부권이 부정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

되고 있다고 하나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입법이 없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승낙의사표시방식으로 실무운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실무에 대한 이론적분석이 가장 심도있게 진행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1970년대말 의회에 입법제안이 되었으나 그것이 좌절된 것과 관련이 있다.

24) 그러나 불가리아에서는 여전히 법률상으로는 본인 .유족 등의 동의 없이도 적출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있

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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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방의회에서는 반대의사표시방식에 의한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연방참의원은 승낙의사표시방식(동의해결)을 고집했다25).

독일의 논의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유족의 동의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었다. 특히

유족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할 것인가(자기 권

리의 옹호자인가), 아니면 사망한 장기기증자의 의사를 살피기 위한 원인을 제공

한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인가(사자의 추정적 의사의 신탁자인가)

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1997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유족의 범위는

최근친자의 우선순위가 배우자, 성년의 자녀, 부모(혹은 후견인) 성년의 형제자매,

조부모 순이되, 최근친자는 잠재적 장기기증자의 사망전 2년 이내에 개인적인 접

촉이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

친자에게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별 사례에서 사실의

인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결정 할 때 최근친자는 장기기증자 본인에게 잠재적인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유족은 본인의 의사를 헤아려서 결정한다는

생각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법률은 제2조에 「국민홍보, 장기기증의사표시, 장기기증등록기관, 장기

기증자카드」를 제목으로 넣고, 대국민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홍보자료

와 함께 장기기증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25) 정부 초안(BT - Drucks 8/ 2681, 이하 Drucks)은 그 대상을 사체적출에만 한정

하고 반대의사표시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사자 본인이 생전에 적출을 승낙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강제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한 적출이 허용되고

(정부초안 제2조 제1항), 사자 본인이 생전에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던 경

우에는 적출이 허용되지 않고, 사자 본인이 생전에 승낙이 의사표시나 반대의

사 표시를 하지 않지 않은 경우에는 적출이 허용된다고 하였다(정부초안 제2
조 제2항). 또 사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신분증에서 적출반대의사를 찾을 수

없거나 법률 발효전에 발행된 신분증일 경우에는 의사의 근친자에 대한 통지

후 근친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적출이 허용된다고 하였다(정부초안

제2조 제3항). 반대의사표시방식의 채용 이유는 유럽평의회의 결의와 일치하

는 것 외에 자신의 사체에의 불가침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의사표

시를 스스로 할 것이고, 그것을 결한 이상 적어도 적출에 반대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아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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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 의한 당해 기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 특히 연방보건홍보센터 및

의료보험조합)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독일에서 얼마나 승낙방식

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생각된다. 실제로 독일은 이

른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 모델 에 의해 사자가 장기제공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

도 근친자의 반대가 고려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

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정된 법률에서는 본인의 의사여부가 없었을 때만 유족이

반대할 경우에 장기적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장기매매의 금지에 대해서 제6장 금지규정을 두어 금지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고, 제 17조에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기의 거래

는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매매업자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자유형, 장기를 적

출하거나 이식 또는 자신에게 이식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일이지만, 임산부가 뇌사상태가 된 이른바 에아란겐사건 26) 등의

영향도 있어서, 철학자나 신학자 가운데는, 독일에서는 이미 해결된 상태라고 보았

던 뇌사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에 대한 법학자들의 반론도 일

고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26) 이 사건은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이르렀다. 그 임산부를 수용한 에아란

겐 대학병원은 태아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장치를 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에 대하여 여론은 반대와 찬성의 의견으로 대립했으나 결국 유산함으로 인해 임산

부의 생명유지장치도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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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외국의 조직은행

1. 조 직은 행의 발달 사

(1 ) 미국 과 유 럽

인간의 조직이식에 관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

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고 함으로 최초의 이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동물체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이식수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

장 재밌는 것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의 비운의 인조날개이다.

환자에게서 시체의 일부를 이식한다는 개념은 고대문학이나 예술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초의 조직이식은 285- 305 A.D.로 Saint s Cosmos와 Damian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다. 성인으로 추앙 받는 두 형제는 시리아에서 의학공부를 하였

고, 뛰어난 의학기술로 유명했다. 그들을 통해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 St .

Luke 이후 내과의 두 번째 성인이라고 추앙 받았다. 이 중세의 가장 유명한 이식

수술의 장면이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Girolamo da Cremona가 그린 그림으로 남

아 있다. 의사들의 수호신인 그들이 다리에 불치병이 걸린 성스러운 수녀에게 흑

인 무어인의 시체에서 떼어낸 다리를 이식하고 있다. 이 장면은 여러 화가들에 의

해서도 그려졌는데 공통적으로 전면 바닥에 잘려진 다리가 놓여 있다.

의사 역사학자에 의하면, 초기 인간 조직의 이식수술은 신화에나 기적에만 등장

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의 외과의사들은 이미 2천년 전에 이마나 볼에서 떼어낸

피부를 코 성형수술, 특히 코를 세우는 데 이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1668년 van Meekeren은 개 두개골 조각을 러시안 병사의 결손된 머리에 채우

는 성공적인 뼈이식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방법의 치료라고 하여

환자는 교회로부터 파문 당했다. 후에 그는 외과의사에게 graft를 떼어달라고 요구

하여, 교회의 호의로 복권되었다. 그러나 그때 접합으로 치료되었다. 1674년 van

Leeuwenhook은 「Philosophical T 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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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뼈의 구조에 관해 썼고, 외과의사이자 실험주의자였던 Ollier (1830- 1900)는

Franco- Prussian War (1870- 1871)에서 시신에서 많은 뼈와 관절을 잘라내었고, 특

별히 골막과 피부 등 조직이식의 장점(Contribution을 발견해 냈다.

1881년 Dr. MacEwen W가 무균 상태에서 동종골 이식을 최초로 보고해 명성을

얻었고, 1907년 Auxhausen은 자가골 이식후 치유(autogenous bone repair )의 조

직학적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1908년 Barth는 뼈이식을 괴사에 실시함으로 한

단계 높였다. 그리고 이식의 성공적인 회복은 혈액 숙주조직(vascular host tissue)

과 이식(graft )의 접합에 달려 있었다. 그는 새 뼈의 조직과 bone graft의 죽은 조

직이 흡수되는 것에 관해서 보고했는데, 살아있는 뼈 주변에 graft가 자라고 있었

는데, 이행성 골 대체(Creeping Substitution ) 이라고 불렀다.

Dr . Flexures, Ollier , Grohe, Morpurgo 등이 뒤따라 근골격조직의 banking개념

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보고는 단순히 약 0℃에서 조직을 얼리는 정도의 수준이었

으나 Bauer는 1910년에 뼈 조직을 냉장고온도(4℃∼10℃)에 약 3주간 얼렸다 사용

하여 동물시험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 uffier는 Bauer와 비슷한 냉장온도에

서 약 2개월 후에 사용하여도 성공하였지만 연골은 5일 이상은 예후가 좋지 않다

고 보고하였다.

Lexer는 손상된 무릎을 복구하기 위해 hemijoint bone과 연조직 이식을 사용했

다고 기술했다. 20년 후 추적해보니 50% 성공률을 보였다.

1908년 미국 내에서 Alexis Carrel이 조직의 banking 개념에 일찍 눈을 떠서 조

직의 공급원으로서 사체를 착상하여 인간의 신체조직을 죽자마자 영하의 온도에

보관시키면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완전히 무균 상태에서 채취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줄 수 있다는 banking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1910년 New York Orthopaedic Hospital의 Albee는 내반족(club foot ), 관절증

환자의 골절, 척추의 Pott ' s disease 등에 냉동된 자가골 이식을 보고하였고, 1915

년에는 사체로부터 얻은 동종골을 처리할 때는 채취하자마자 반드시 식염수에 씻

고, 거즈에 쌓아서 vaseline통에 넣고 약 4℃∼5℃의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Albee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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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의 세포들은 살아있어 0℃ 이하로 냉동시키면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골세포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Gallie는 자가골 이식시 표면에 있는 osteoblast를 제외하고는 뼈이식시 모든 세

포는 죽기 때문에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1918년에 Pott ' s disease

가 있는 환자에게 부검시 채취된 뼈를 끓여서 제작 보관한 bone plate와 bone

screw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뼈이식시 모든 세포는 죽는

다는 Gallie의 개념이 발표된 뒤로 연구의 흐름은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쪽으

로 진행되어 1916년 Dobrowolskaja는 혈장 내에 보관을, Lewis와 McCoy는 근육

의 세포는 사체로부터 채취하자마자, 뇌세포는 약 1시간 후에 죽고, 연골세포는

4℃∼- 6℃에 보관하면 약 240시간 생존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Bass는 보관방법

에 따른 세포의 생존여부에 대해 보고한 바 실온에서 osteoblast는 약 19시간 생

존하지만, 약 5일간 4℃∼- 6℃에 보관하여 골형성세포의 증식을 관찰하였다고 보

고함으로 냉동골의 개념을 제시하고 끓이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았다.

1923- 1924년 Emaile Holman 박사가 최초로 피부이식을 시행하였다. 홀만 박사

가 시행한 작업을 통해 피부이식 수혜자는 공급자들로부터 온 피부이식 형태에서

이물질(foreign matter )을 저항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과 어떤 종류의 면역과정

(immune process )이 피부이식에 대한 거부반응(rejection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을 알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세인트 루이스(St . Louse)의 J . B. Brown박사와

켄사스(Kansas)의 E . C. Padget박사는 일란성쌍생아의 피부이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일란성쌍생아는 같은 면역반응

機轉(immune- reponse mechanism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뼈이식재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논란은 1930년대까지 계속되어 Orell은 화학적

기계적으로 처리된 소의 뼈를 Os Purum '이라 명명하여 일종의 이종이식의 개념

을 도입하고 후에는 Os Purum '을 생체의 tibia 골막에 3개월 보관하였다가 동일

환자에 쓰는 autogenous xenograft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Os Novum '이라 명명하

였다.

이러한 Orell의 좋은 결과보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학들은 끓여서 처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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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냉동 보관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Keither와 Key는 끓이는 방법은 냉동보관이나 심지어는 알코올이나 포르말린으

로 처리된 방법보다 뼈 형성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고 시사하였다.

1942년 Inclan 시대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뼈은행이 최초로 설립되어 소독된

유리용기에 환자로부터 뼈 조직을 blood와 함께 넣고 63일간 냉동보관(2℃∼- 5℃)

하여 동일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일종의 자가이식을 보고하고, 매독, 결핵, 골다공

증이 없는 cadaver로부터 얻는 long bone을 동종이식으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을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Inclan의 보고에 힘입어 2차 세계대전 후 즉 1940년대 중반이후 저장된 동종골

이식에 대한 보고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Bush는 공여자와 수혜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뼈이식을 행하여 공여자와 수혜자가 혈연관계에 있으면 Syngeneous ,

타인간일 경우 Allogenic(Homolo- gous) 라고 명명하고, 1947년에는 공여자와 수혜

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여자가 생체이든 cadaver이든

medical history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시작하였고, 최초로 많은 양의 banking

bone을 deep freezing (- 25℃)시켜서 사용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1947년에 Philip D. Wilson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뼈조직을 malaria와 hepatitis여

부를 조산한 뒤에 - 10℃∼- 20℃ 온도에서 약 40일간 냉동보관하고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안구는 물론 동종골 이식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날 것이며, 윤리적 법적인 문제 나아가서 모양과 크기의 다양성의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화학물질(merthiolate)에 의한 처리방법으로는 Reynold와 Oliver, Morgan,

O 'connor 등의 좋은 결과보고가 있었지만, Merthiolate bone bank system은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자취를 감추었다.

1949년 W eaver는 infection , cancer, syrhilis, blood dyscrasia 등의 검사의 필요

성과 같은 cadaver라도 사망한 지 2시간 이내의 fresh cadaver에서 더욱 뼈 조직

이 좋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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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동년에 Lip Scomb는 모든 동종골 이식에 사용되는 뼈 세포는 살아있으

며 이식뼈 자체는 새로운 뼈형성을 위한 단지 틀(scaffold) 역할만 하므로 되도록

자가골이식을 권장하였고, 뼈이식시 bone bank 내에 공여자와 수혜자의 연령, 성

별, 국적, 직업 및 과거, 현재 병력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장골은 주로

소아정형외과 영역에서만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1950년에 들어서 동종골 이식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Herndon ,

Chase, Curtiss 등이 신선 동종골이식(fresh allograft )으로는 면역반응이 일어나

골유합(incorporation )이 지연되는데, 냉동(freeze)하여 보관(storage)하면 면역반응

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현대의 동종골 이식술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또한 1952년 Flosdorf와 Hyatt 등은 동종골의 장기보존방법으로 냉동건조법

(lyophilization :freeze drying)을 개발하여 골 및 조직은행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였

다. 그후 종양환자 치료에 기증받은 사체(donated cadaver )에서 무균조작으로 채

취한 동종골을 - 20℃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종양 절제후 재건술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미국에서는 Parrish (1966년), 아르헨티나의 Ottolenghi(1966년), 소련의

Volkov (1970년) 등이 성공적인 임상 예를 보고하면서 동종골이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성공적인 임상경험은 자연스럽게 뼈 및 조직은행(Bone and

T issue Bank)의 설립을 유도하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워졌는데,

Hult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Arvise와 Juder가 프랑스에, Henry가 Brutish General

Hospital에, Buthie는 스코트랜드 Edinburgh에, Kingma는 암스테르담에 설립하였

다.

미국에서는 Stuck과 Dandridge가 San Antonio에, Gorden과 Welsh는 Louisvile

에, Cloward는 Hawaii에, 1953년 T ucker는 Houston에서 각각의 결과를 보고하였

다.

Oklahonma의 Rountree, Seattle의 Le Cocp 등도 banking bone을 이용한 많은

보고를 하였다.

1950년 Maryland Bethesda의 해군병원의 George Hyatt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뼈 조직뿐만 아니라 skin , dura mater등의 연조직도 banking의 필요를 느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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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부터의 채취, 처리과정, 저장 및 배달 등의 체계를 확립하여 유명한 Navy

T issue Bank의 원조가 된 선각자이었다. 한국전쟁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상 환

자의 뼈 재건시 자가골이 미처 수용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막 사망한 병사 가운

데 심각한 질병이 없는 사람의 뼈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미해군 최초의 조직은행

이 설립된 것이다. 필연적으로 신선도와 면역학적 거부현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의한 처리, 끓이기 등의 시도와 함께 동결처리가 가장 무난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957년 Bethsda에 Hyatt 등은 배달과정에서 냉동보관의 어려움을 깨닫고, 최초로

냉동건조(freeze- drying , 혹은 Lyophilization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Pennsylvania,

Philadelphia의 Earl W . Flosdorf도 Hyatt와 같이 냉동 건조된 방법에 큰 발자취를 남

겼다.

Hyatt의 또 다른 업적은 donor로써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사전(죽기전)에

medical history를 철저히 기록하였고, 환자 가족에게서 사체 기증의 확약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bone bank의 위상을 병원 부속단위에서 따로 떼어내어 Naval

Medical Institute(NMI) 소속으로 만들어 위상을 높이면서 1980년대까지 해군병사

들 뿐만 아니라 미 전역 일반환자에게도 필요로 하는 경조직, 연조직을 보급하였

던 것이다.

1970년 Malinin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civilian regional tis sue bank인 U.

Miami T issue Bank가 건립되었고, 1970년대에 와서는 T exas Huston의 Dr .

Frank Parrish가 죽은 지 12시간에서 18시간 이내에 채취한 동종골을 - 20。C에 3

주간 냉동한 뒤에 사용전 날 antibiotics solution (Neomycin과 Bacitracin )에 담가

두었다가 bone cancer 환자에게 사용하였더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Parrish의 보고후 여러 외과의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서도 Havard대학부속병원 Massachusetts Gernal Hospital 정형외과의 Dr .

Mankin 과 Dr . T omford가 frozon allograft의 대가로 군림하고 있다.

그후 미국에서는 1971년 Harvard대학 MGH의 orthopedic oncology unit , Mayo

Clinic, Yale 대학, F lolida대학 등에 Bone Bank가 잇달아 설립되었는데,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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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주도로 시행된 연구에서 이들 병원 Bone Bank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미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Surgical Bone Bank가 설립되지 않은 많은 병원의 동종조

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30여개의 Regional T issue Bank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종골이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합병증은 지연, 혹은 불유합, 골절, 감염, 면역

학적 거부반응, 질환의 전파 등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76년 이래 합병증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r . Kenneth Sell, Dr . Gary Friedlaender 등이 주동이

되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은행을 규합해서 체계화할 목적으로 Americ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 (AAT B)를 설립하고 첫 모임을 1975년 Washington

D. C에서 갖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각주에 공인된 뼈은행 만도 250여개의 독립된 조직은행이 있고, 그

연합체인 AAT B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EAT B(Europe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AT B

(A sia - Pacific Association of T issue Bank) 등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2 ) 아시 아

1988년경에 결성된 민간기구 Asia- Pacific Association of Surgical T issue

Banking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 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 후원으로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

포르, 베트남 등이 이미 기초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조직은행을 설립하고 그 임상

적인 응용과 기초 연구를 병행하여 냉동 건조골, 단순 냉동골 이식에 성공, 상당한

임상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놓았으며, 현재는 뼈 이식에 필요한 동종골의 처리방법

을 주로 냉동 건조 및 방사선 멸균으로 하고 있으며 뼈뿐만 아니라 각종 연조직

에도 그 연구와 임상응용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3년 큐우슈우대학 정형외과에 뼈은행이 설립된 이래로 지난

1985년부터 1990년대까지 5년동안 약 49,000례의 동종골 이식이 시행되고 있는 등

아시아 조직은행연합의 주도권을 잠식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장기이식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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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이식등에 대한 것이고, 조직에 관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승낙을 얻은 상태에서 의료상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의 장기분배를 주도하고 있는 JOT Network에서는 장기적출 후 조직적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놓고 있어, 조직이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태국은 1984년 Manhihol대학에 Bangkok Biometerial Center를 설립하여

Biofiltered water의 사용, Lyophilization 및 2.5Mrad irradiation을 기본으로 한 동

종골 이식을 시행, 약 884증례를 성공시키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8년 National Univer sity of Singapore Bone Bank를 설립, 운영

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동종골 이식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원으로 방사선 조사된 양막(Amniotic

Membrane)을 사용, 이 연구과제를 완성하여 조직은행을 설립했다. 베트남도 국제

원자력기구의 후원으로 연조직 및 뼈에 대한 Lyophilization과 방사선 조사 연구를

시행했다.

필리핀은 1984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원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하여 지난

1990년 T issue Bank , University of Philippines를 설립, 계속 이식을 성공시키고

있다.

2 . 조 직은 행의 운영

조직은행의 모범적인 발달과 효율적인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가고 있

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조직은행에 대해 연구하며, 국내의 조직

은행 발전 방향에 연구해 보기로 한다.

(1 ) 미 국조 직 은 행 연 합 (A m eric an A s s o c iat ion of T i s s u e B an k s )을 통 한 조

직 은행 의 효 율 적 관 리

미국은 조직은행에 관련된 사항27)을 미국조직은행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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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sue Banks : AAT B)28) 에서 규정하고 있다.

AAT B는 두 가지 주된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다.

① 조직 복구 기관들을 위한 인가와 검사 매케니즘 개발을 위한 조직의 처리,

보존, 그리고 분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② 최대한의 경제로 높은 질의 다양한 조직을 처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지역조

직은행들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은행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AAT B는 모임,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과학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연합은 조직은행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고 널리 퍼뜨릴 뿐 아니라 조직의 기증을 촉진시키고 국가 전체의 조직은행

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되었

다.

AAT B는 개인회원 뿐 아니라 단체회원, 관련 기업회원도 받아들인다. AAT B는

비영리, 비과세 기관으로, 수입은 회비, 출판, 그리고 다른 조직이나 국가기관의 보

조금 등이다.

AAT B는 현재 근골격, 각막, 생식기관, 피부, 조직 은행 등 5개의 위원회로 구

성되어 있다. 개별 위원회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의 개발 뿐 아니라 그들의 분야에

속한 과학학술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각각의 위원회에는 위원들

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이 있고, AAT B의 상임위원회에 대표를 임명한다.

1984년, AAT B는 이식이 가능한 조직 관리의 분야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조직

은행의 기준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각 위원회는 그들의 특수한 조직에 대한 절차

(기술지침) - 기증자 선택, 적출 절차, 무균 처리 및 유지, 저장 상태, 질 관리, 질

27) 일반적으로 조직은행의 유형은 surgical bone bank 와 regional bone bank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개 지역병원(community hospital)과 연계되며,
국내의 종합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one bank, 연세심장혈관센타냉동조직

연구소 등의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조직은행과 같은 대규모의 tissue
bank로 다양한 종류의 조직을 구비하고 있다.

28) AAT B 사업부는 Jeanne C. Mow e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Suite 220- A ,
1350 Beverly Road, McLean, Virginia 22101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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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록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요소와 관련된 절차 - 를 만들어 왔다.

또한 AAT B는 은행 시설 및 처리의 인증과 검사를 위한 기능을 확립해왔다. 인

력 훈련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훈련 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

다29). AAT B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의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 FDA와 AAT B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관계되어 있어,

FDA는 연합 모임과 세미나를 위한 발표자를 지원하며, 다양한 AAT B 프로그램

들의 정보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주요한 프로젝트는 국내의 모든 조직의 처리 및 진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AAT B는 조직은행을 보급하거나 또는 설립

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정보와 자문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모델로 정해진 시설들을 파악하고, 시설 견학 및 방문을 수행하며 자문위원

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은행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따라서, AAT B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직은행 산업 내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수행

하고 대표할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AAT B의 궁

극적인 목적은 통일된 규정을 통하여 안전성이 높은 조직을 이식함으로 경제 극

대화의 가져오며, 국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있다.

다음은 AAT B에서 발간하는 T echnical Mannual에 규정된 내용을 약술한 것이

다.

가 . 조직 과 책 임 (O RGA N IZAT IO N A ND RES PO NS IB ILITY)

AAT B의 조직과 각 조직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29) Americ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s, certificate of attendance for the
Overview of T issue Banking Course, 조직은행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AAT B에서 주관하는 일정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미국조직은행 전문

가 자격(Certified T issue Bank Specialist :CT BS )'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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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 관 장

기관장은 조직은행의 총체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는 개인을 말한다. 이 개인은

어떤 조직을 적출할 지를 결정하고, 그러한 적출이 이 technical manual의 가이드

라인과 AAT B에 의한 조직은행의 기준을 따라 행하여졌는지에 대해 보증해야 한

다. 기관장은 조직은행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특수한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

고 있는 운영 매뉴얼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거나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② 자 문 위 원 (Con s ultant s )

기관장 또는 기술진(technical staff)는 의학적, 기술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문

위원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③ 기 술 감 독 (T e chn ic al S t af f )

기술감독은 기관장에 의해서 임명되고 감독되어지며, 기관장에 의해서 부여된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나 . 질관 리 (Q UALITY CO NTRO L)

의무적인 혈청 검사(Red Cell Serologic T esting )는 간염 B형 표면 항원(Hepatitis

B surface antigen ), HIV 항체(HIV antibody ), 혈액형(Rh ), 결핵균(RPR) 또는 성병

(VDRL)을 포함한다. T reponema pallidum이 신선한 조직에서는 전염되지만 저장되

었던 조직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혈청검사 양성반응(Sero- Positive)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이식받은 혈청검사 음성반응(Sero- Negative) 수혜자는 전이될 수 있다. 혈청

검사 양성반응을 나타낸 표본들은 수혜자의 주치의사와 의논을 하여 조직은행의 장

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추후의 혈청검사를 위해 저장된 조직의 혈청학적 검

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 둔다. CMV 검사는 선택 사항이며, 면역력이 약한 수혜자에

게는 중요할 수 있다(Section E1.100 참조). HIV 검사 전에 회수된 조직은 이에 따라

라벨을 부쳐 분류해 놓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informed consent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혈청검사는 AABB에 의해 추천된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다 . 조직 의 획 득 (ACQ U IS IT IO N O F T IS S 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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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기증자난 사체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조직의 기증과

채취, 기증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다른 정부 기관과도 의논해야 한다.

① 생 체 기 증자 (Liv in g D on or )의 동 의

정기적인 수술 시에 근육조직은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조직의 종류는 고관절 대치술 시 얻어지

는 고관절이다. 조직의 채취를 위한 동의는 술전이나 술후에 반드시 얻어야 하며,

제외되는 조직은 사체 기증자와 동일한 이식 및 적출 기준을 사용해야만 한다. 위

험가능성과 HIV를 포함하는 질병의 전염가능성을 검사30)하기 위한 혈청검사에 대

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조직 적출 및 혈청 검사(HIV 검사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주정부의 규칙에 따라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반드

시 얻어져야 하고,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 최소 180일간 검역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양성반응에 대한 결과는 주정부의 규칙에 따라 기증자에게 알려준다.

② 뇌 사 또 는 사 망 자 의 동 의 (Con s en t )

a. 뇌사 및 시신 기증자로부터의 조직채취 동의는 법적 순서에 따라 보호자로부

터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문서화되고 채취할 조직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b . 뇌사 및 시신으로부터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동의서는 시신의 법적 순서에

따라 가족, 친지로부터 얻게 된다. 동의서는 가족들이 기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채취 대표자는 동의를 얻기 위한 어떤 강압적

행위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의 바이러스에 대해 AAT B는 모든 조직기증자에 대

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진단을 위

해 검사되는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에는 6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감염

이 되었는데도 검사시에는 음성인 기증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 문제는 너무

나 심각해 조직은행을 통한 동종골의 이용에 타격을 입었다. Simons 등은 사

망 당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1형(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 ype1)
음성이었던 총상환자가 1985년에 기증한 장기들과 조직들이 사용된 환자들을

추적하였다. 신장, 심장, 간 등의 신선한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들과, 골수가

제거되지 않은 냉동골을 이식 받은 환자들은 모두 AIDS에 감염되었으나, 같

은 기증자의 골수를 제거한 냉동골, 동결건조 처리한 뼈, 동결 건조한 피부나

대퇴근막같은 연조직 등은 전혀 전염되지 않은 사실을 추적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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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 상 (Com pen s ation )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은 조직의 채취와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이러한 기증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④ 기 증 자 선택 기 준 (D on or S e le c t ion Crit eria )

각각의 잠재적인 기증자는 병력, 임상 검사, 그리고 실험 연구를 통해 개인별로

주의 깊게 검토되어져야 하며 부가적으로 부검이 시행되는 경우, 그 결과는 기증

자로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체의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큰 뼈 조각을 적출한 때에는, 그 기증자는 뼈에

어떠한 이상 증세가 없어야 한다. 45세나 50세 미만의 여성과 50세나 55세 미만의

남성 기증자가 선호된다. 신체의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골간단과 골단의 조각이

적출될 때에는, 기증자가 반드시 폐쇄골단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증

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에 뼈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뼈 결손을 메우

는 목적으로 세분화되어지는 것이라면, 또는 뼈가 고관절재건술(reconstructive hip

surgery )에서 기증자와 수혜자의 조직이 공유하게 되는 재건성관절확대 (shelf

augmentation )용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이러한 시술에서는 나이제한이 없다.

선택 기준은 전염성 질병 또는 종양의 잠재적인 전이를 최소화시키고자 만들어

졌다. 조직의 무균성 적출의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병력, 신체검사에 의해 감염 또는 패혈증을 앓은 적이 없어야 한다.

2) 무균 혈액이어야 한다.

3) 정맥 주사의 약물 사용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4) 기저 세포암종, 자궁 내 종양, 또는 두개강내 종양을 제외한 다른 종양이 없

어야 한다.

5) 간염, 매독, 슬로우 비루스 감염, AIDS, ARC, 또는 AIDS나 ARC에 감염된

위험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의 병력이 없어야 한다.

6) 자기면역질환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한다.

7) 가능하다면, 음성혈청반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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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출된 조직에 독극물이 없어야 한다.

9) 밝혀지지 않은 심각한 질병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 HIV 전이가능성이 높아 기증자에서 제외되는 기준

a. HIV감염의 임상적, 실험적인 검사결과 병력이 있는 자

b. 동성 연애자

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온 사람

d. 현재나 과거에 정맥주사 남용자

e. 혈액응고 인자를 투여받은 환자나 혈우병 환자

⑤ 어 린 이 기증 자 의 제 외 기 준

HIV에 감염된 모친이나 이미 설명했던 금지 사항에 있는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나 어린이는 HIV감염이 없다할 지라도 기증자로서 제외된다. 그러나 HIV

감염자나 확률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18개월 이상된 아이라도 지난 12개월

내 모유를 먹지 않고, HIV 항체검사, 임상검사, 의학기록에서 HIV 감염증거가 보

이지 않으면 기증자로서 받아들인다.

라 . 분배 (D IS T R IBUT IO N)

표본( Rel ease of Speci mens )은 모든 질 관리가 잘 유지되어졌다는 만족할 만한

증서가 작성되어진 후에만 양도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표본의 배분은 업무일지에

기록되어질 것이다.

① S p e c ial U s e Crit e ria (특 수 한 사 용 에 대한 기 준 )

a . S pe c im e n s S tore d at R oom T em pe rature (실온 에 저 장 된 표 본 )

이식재는 포장이 터지지 않도록 하고, 온도의 변화를 심한 것은 피하도록 한다.

b . F ro z en B on e S pe c im en s (냉 동 된 뼈 표 본 )

이식재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어야 하고, 외부와 통하지 않는 상태로 냉동 상

태가 잘 유지되는 용기 안에 보관되어 운반되어야만 한다. 책임자는 드라이아이스

의 양에 대해 운반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포장 라벨에는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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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냉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취급주의 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드라이아

이스의 대체물질로 드라이 질소(dry nitrogen) 용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동에

따라 운반의 대안책으로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② 재 사 용 (R eu s e )

실온에 저장된 이식재는 포장을 뜯지 않았고, 표본이 지속적으로 그 표본의 타

입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관되어졌다면 재분배될 수도 있다. 개봉된

샘플은 무균상태와 다른 질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은행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다시 가공되어질 수도 있다. 생화학적인 성질이 재처리 과정에서 변할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 . 수수 료 (S ERV IC E FEES )

조직에 부과되는 가격은 단지 조달, 가공, 보관 및 저장, 그리고 질과 높은 기준

의 은행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포함한 것이다. 적출의 어려움, 특수한

조달과 가공에 따라 조직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

바 . 책임 문 제 (LIAB ILITY IS S UES ) : 법 적 인 관 계 ( Le g a l Im plic a tio n)

① 조 직 은 행 과 의 사 의 책임 (Liabili ty of th e T i s s u e B an k an d P hy s i c ian )

적출되고, 보관된 조직의 종류에 따라 조직은행은 저장되는 조직의 질을 유지시

킬 뿐 아니라 악성종양을 포함한 질병의 감염을 또한 예방해야 할 주요한 책임을

지닌다. 처리하고 저장되는 조직의 조달에 대한 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기증자는 AAT B에서 만든 특수한 접근 방법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방

법에는 기증자의 병력, 신체검사, 최후의 부검이 포함되기도 하며, 검사연구가 부

가된다. 적격심사평가는 수혜자에게 위험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전염을 피하기 위

해 설계되어진다. 아울러 정확한 영구 기록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저장된 조직이 하나의 제품인지 또는 조직의 가공이 하나의 서비스인지 아닌지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주에 제정된 통일사체제공법(T he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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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cal Gift Act ) 에서는 인체에 주사, 수혈 또는 이식의 목적으로 조달, 공급,

기증, 가공, 분배 또는 인간의 혈액과 모발을 제외한 각막, 뼈, 기관이나 인간 조직

의 사용은 모든 개인, 법인 또는 참여하는 회사에 의한 서비스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보상이 지불되어지건 간에 어떠한 명목의 판매행위와 어떠한

종류의 품질보증에 대한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법원이 특별

한 예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한다. 생산자 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 )을 조직과 혈액에 적용하는 것은 혈액제품에 생산자 책임

(Product Liability ) 적용하는데 미국적십자사31)의 예와 유사하다.

조직에 부가되는 서비스 안내와 책임제한에 대한 안내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조직은 AAT B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무균 기술에 의해 조달된다. 기증

자는 질병감염, 악성종양, 그리고 간염의 증세에 대한 선별검사가 행해졌다. 다음

의 혈청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록되었다 : 조직배양액은 박테리아 성장에 음성반응

을 나타냈다. 처음의 저장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져왔다.

은행은 조직의 의학적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은행의 책임은 단순히 적절한 질 관리, 기증자 확인, 그리고 적출/ 저장기술

에만 국한된다. 조직에 대한 요금은 조달과 저장에 대한 비용만을 말한다. 이러한

요금은 적출하거나 저장될 수 있는 조직의 이용도와 접근성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조직에 적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특별한 조직의 가공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요금

31) 미국 적십자사는 미국적십자이식서비스 (American Red Cross T ransplantation
Services )를 운영하고 있다. 세인트 폴 적십자(St . Paul Red Cross)는 뼈, 피부,
연골, 심장 판막과 같은 조직의 조달을 위한 지역센터를 1985년부터 운영해왔다.
미국 적십자조직은행은 미국조직은행연합(AAT B)뿐만 아니라 전미국 적십자에 의해

인가된 기관이다. 특히, 세인트 폴 적십자는 장기기증 가능자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수술회복을 계획하고, 이식을 위해 적출된 조직을 제공하는 것까지의 조직 기증에 관

한 모든 요소에 있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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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될 수 있다.

사 . 인증 (ACC RED ITAT IO N)

AAT B는 인증절차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각

조직은행의 목표는 전국 조직은행의 각 술식을 표준화하여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얻고자 함이다. 검사 과정은 연합회가 준비한 질문서에 조직은행 의료감독이 대답

하고, 조직은행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한다. 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3

년후에는 다시 인증받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거쳐야 한다.

인증의 효과는 각 조직은행 활동이 전문적이며 일관된 것이고, 이식외과 의사나

환자에 의해 동종이식체가 안전하게 엄격한 표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기관의 활동과는 다르게 독립적이고 매우 발달된 고도의 의학적 성취를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한 행정의 감시가 아닌 자발적인 표준을 엄격하게 지

킨다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아 . 보험 범 위 (INS URANC E COV ERAG E)

책임범위는 조직의 어떠한 이식 전에 변호사에 의해 문서상으로 구체화되고, 논

의되어져야 한다. 병원에 소속된 조직은행은 대체적으로 병원의 권한 및 보험 범

위 안에 속하게 된다. 잠재적으로 부가되는 책임은 병원의 변호사와 보험자 측 대

리인, 양자 사이에서 문서상으로 구체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러한 부가되

는 위험은 보험액의 증가 없이 병원 보험자에 의해서 추정되어질 것이다.

은행의 조직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병원의 조직은행의 후원으로 일하는 의사들

은 조직은행에서 포함하는 정책에 의해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의사의 개

인적인 의료과오 배상보험이 조직은행의 병원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범

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만 한다.

독립적인 조직은행은 은행에 저장된 조직의 공급자로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책

임 범위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state) 사이에 조직의 수송

이 관계될 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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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저장, 기록보관에 대한 조직은행의 보상이 서비스이냐 아니면 제품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없다. 그러나, AAT B와 통일사

체제공법은 분명히 조직은행의 노력은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별적인

조직은행의 주요한 문제는 보험자가 이러한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원고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던지 상

관없이 보험 급여가 제공되어지는 것에 대한 변호사로부터의 확인은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 조직의 질관리 : 안전성 유지에 대한 F D A (F ood and D rug A dm ini s tration )

의 역할

가 . 인간 세 포 질 기증 자 와 조 직관 련 생 산 품들 에 대 한 적 합 성 결 정

FDA는 1999년 9월 30일 인간세포질 기증자(Donor of Human Cellular )와 조직

관련 생산품(T issue - Based Products )들에 대한 적합성 결정이라는 제안된 규정

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32)을 폭넓게 포함한 규정 프로

그램으로 FDA에 의한 두 번째 제안이다.

그 첫 번째 제안 즉,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등록

과 목록작성의 확립은 1998년 5월 14일에 발표되었고, 같은 날짜의 Ⅶ권 No.2의

AAT B 정보체제(Information Alert )에 포함되어 있다. 초창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의 두 번째 제안은 피부(skin ), 힘줄(tendons), 뼈(bone), 그리고 심장혈관들(heart

valves)에 대한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자(semen), 난자(ova) 그리고 생식목적

으로 이식되는 태아들(embryos)에게까지 확대된다.

32)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 이란 인간 신체로부터 나오고 치료(repair ), 재생

(reproductive), 대체(replacement ) 또는 다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의학 생산품을 포함한다. AAT B, Information Alert . Volume Ⅸ, Number 3,
October 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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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위험요소들과 관련 전염성 질병, 그리고 임상적용시 감염성 질환과 요소

들의 의학적 증거를 위해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생산품들에 사용되는 세포와 조

직의 기증자들을 감별하고 검사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인간세포질

과 조직관련 상품들은 인간세포와 조직들을 포함 또는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입(implantation ), 이식(transplantation ), 주입(infusion ) 또는 전이(transfer )를 위

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규정을 실행함에 있어, 당국(FDA )은 새로운 기증자를 약,

의학 기구들 그리고 생물학적 생산품들로 규정되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

들에 적용코자 하는 현재의 좋은 생산 실행(the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 규정들을 수정,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현재 거래되고 있고 또는 앞으로 거래될

지도 모르는 넓은 범위의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FDA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을 규정하는 것의 포괄적인 새로운 시스

템을 확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이란 용어는 인간

신체로부터 나오고 치료(repair ), 재생(reproductive), 대체(replacement ) 또는 다른

치료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의학 생산품을 포함한다. 피부, 힘줄, 심장혈

관 그리고 각막들(corneas )은 손상되고 또는 질병에 걸린 조직들을 대체하는 것으

로 사용되어져 왔다. 정자, 난자 그리고 태아 등은 재생의 목적으로 옮겨진다.

현재 몇몇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위한 사용을 위해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질병들 속에

서 바이러스성 감염(viral infections), 파키슨병(Parkinson ' s disease) 그리고 당뇨

병(diabetes )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인간세포의 사용을 연구하고 있다.

FDA의 새로운 규정된 프로그램은 현재 이식을 위한 인간조직으로 규정된 것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모든 상품들을 포함할 것이다.

1997년 2월, 미당국은 2가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간 조직의 규정 개혁

(Reinventing the Regulation of Human T issue) 그리고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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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규정에 대한 제안된 접근(A Proposed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Cellular and T issue- Based Product : 이하 제안된 접근 기록(proposed approach

document ) )이다.

1998년 5월 14일자 연방정부 발행의 관보(the Federal Register )를 보면, FDA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업자들을 위한 등록과 상품 목록 시스템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이하 제안된 등록규정(proposed registration rule) ). 그 제안

된 등록 규정 은 FDA가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이행하기 위해 제안

하고자 하는 일련의 규정들에서 최초의 것이다. 제안된 등록 규정은 상품 목록과

규정 갱신 내용 제출을 위해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업자들로 하여

금 FDA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그 규정은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정

의로 관으로 이루어진 인간 기관들 그리고 어떤 최소한도로 조작된(manipulated)

골수(bone marrow ) 등은 예외이며, 등록과 목록 작성 필요조건에 속하지 않는 어

떤 시설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 규정은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생

산품들의 규정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규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FDA는 제안된 기준과 stem - cell

생산품들에 관련된 지원 데이터들에 관한 요청들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FDA는 감

염성 질환여부와 의학적 검사의 증거를 위해 그러한 상품들에 사용되는 세포와

조직의 기증자들을 관리하고 검사하도록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업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안된 규정들은 감염된 기증자들로부터의 세포와 조직

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들의 전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로서 만들어졌다.

조직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공급하되 불필요한 규정은 피하기 위해 FDA는 끊

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 위험이 높은 세포와 조직의 기증자들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위험성이 낮은 세포와 조직 기증자들을 위한 것보다 더욱 광범위해 질 것이다. 위

험성이 상당히 낮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 자가이식으로 사용되는 세포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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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검사와 조사를 권하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안된 규정의 공표에 따르면 FDA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적절한

관리(handling ), 저장(storage) 그리고 처리 과정(processing )에 대한 관심을 표시

하기 위해서 현재의 좋은 조직 실행(current good tissue practice : CGT P ) 규정

들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기증자- 적합성 규정은 등록, CGT P 그리

고 예를 들어, 조사와 시행의 확립과 같은 다른 분야들을 포함하는 규정들과 함께

새로운 part 에 옮겨질 것이다.

① 기 증 자 적합 성 (don or s u itabili ty )

1990년 대 초 이식에 사용되는 인간 조직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있었

다. 인간 면역부전 바이러스(HIV) 또는 간염 바이러스 중의 하나에 감염된 기증자

로부터 얻은 조직들의 이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전이에 대한 잠재가능성

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3년에, FDA는 이식에 사용 될 인간 조직의 기증자들에

대해 HIV type 1과 2, 간염 B(HBV) 그리고 간염 C(HCV )를 조사하고 검사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대중 건강을 보호할

즉각적인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여 실행에 옮겼다.

현재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인간에 쓰이는 약품, 생물학적 생산품 그리고 의

학적 고안물로서 규정되지 않은 인간조직에 대한 것이다. 재생조직과 몇몇 다른

부류의 생산품들은 제외되었다. 잠정적인 규정에 포함된 내용들에 부합하여 FDA

는 필요조건들에 대해 수정하고 명료화하였다.

1997년 7월 29일자 연방정부 발행의 관보(the Federal Register )에서 보면, FDA

는 잠정적인 규정(이하에서는 조직 최종적인 규정(tissue final rule) '이라 한다)을

대체할 최종적인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들은 차후에 감염성 질병 관리에 대

한 보다 넓은 필요조건들로 대체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FDA는 현

재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하고 조사하는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조사하고 검사할 필요가 있는 생산품 수를 늘리며, 둘째, 부가적인 질병들

에 대해 조사와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 신체의 유도체(derivatives )로서의 특질 때문에 모든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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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상품들은 전염성 질병을 전이할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HIV, HBV 그리고 HCV는 뼈, 피부, 각막 그리고 정자를 포함하여 인간 조직에서

발견되었다.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에 대한 단일화된 규정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공통

적인 전염성 질병 전이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FDA는 동종이식이 진행됨

에 따라 HIV, HBV 그리고 HCV의 세 가지 중대한 감염체의 전이를 막기 위해 발빠

른 행동을 했다. 즉 규정은 감염체의 확장(spread)을 막고 삽입(implantation ), 이식

(transplantation ), 주입(infusion) 또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전이

(transfer )에 의해 옮겨질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시스템을 확립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그 제안된 규정은 어떤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

련된 전염성 질병체와 질병들에 대해 조사하고 테스트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FDA는 지금 조직과 세포 기증자들이 매독 여부를 검사하고

Creutzfeldt - Jakob 질병(CJD)을 포함한 전이성의 뇌장애 여부를 조사하기를 제안

하고 있다. 덧붙여서, 자랄 수 있는 백혈구가 많은 세포들 또는 조직 기증자들은,

인간 T - 세포 림프성 바이러스 타입 Ⅰ와 타입 Ⅱ( HT LV -Ⅰ/ Ⅱ) 그리고 세포 관

련 바이러스로 인식되는 사이토메갈로[거대세포] 바이러스(Cytomegalovirus :

CMV)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FDA는 재생 세포들과 조직의 기증자들이

Neisseria 임질과 인공 수정을 통해 옮겨지는 클라미디아 과립성 결막염

((Chlamydia trachomatis )을 검사하고, 회복 기간 동안 재생 세포들과 조직을 오

염시킬 수 있는 성적으로 전이되는 요생식기의 질병들을 조사 받고 나서 그러한

세포들과 조직들의 수용자에게 또는 태아에게 이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② 법 적 권 한 (L e g al A uth ority )

FDA는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 PHS 법령)의 권한 아래 새

로운 규정들을 공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전염성 질병들의

유입, 전이 또는 확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안된 등록 규정 에서 논의됐듯이, 모든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

은 수혜자들 그리고 가족일원들 또는 수혜자들로부터 가까운 접촉이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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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직원들 그리고 다른 조직 취급자들 사이에서 질병을 일

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옮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의 확장에 대한

이러한 보다 넓은 관심은 이러한 규정들에 제안된 필요조건들을 분류하는 데에

그리고 관련 전염성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FDA가 전염성의 물질에 접촉할 여지가 있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안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FDA는 제안된

규정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FDA는 전염성의 물질들 그리고 생물학적 위험 설명과 같은 이러한 다른 규정들

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PHS 법령의 section

375는 그 나라의 장기(organ) 조달과 이식 네트워크의 연방차원에서의 관리에 대

한 것이며, PHS 법령의 section 379는 국립 골수 기증자 등록에 대한 것을 인가한

다. T he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은 현재 이러한

과정의 양쪽 모두를 관리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HRSA 관리가 주어지면, 혈관화

된 인간 장기(vascularized human organs)들 그리고 최소한도로 조작된

(manipulated)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동종간의 사용을 위한 골수는 인간 세포질

과 조직관련 상품들에 대해 제안된 최종 규정들로부터 명확하게 제외된다.

③ 제 안 된 규정 의 요 약 (S u m m ary of th e P ropo s e d R e g u lation )

FDA는 기증자 적합성 규정들은 제안된 등록 규정 에 포함된 모든 시설에 적용

될 것이라고 한다. 제안된 등록 규정에서 FDA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을

규정하고, 특히,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2가지 집단을 구별하기 위한 제

안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약품 또는 기구들 그리고 생화학적 생산품들로 규정되는 생산품들의

제조업자들은 제안된 등록과 과정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을 다음과 같은 상품들로 묘사하고 있다 ; 최

소한도로 조작되고, 상응하는 사용보다 다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고 분류

되지 않고, 약이나 고안물인 어떤 성분을 첨가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성분들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그리고 양쪽 다 전신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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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가지고 있고, 자기이식을 위한 사용에 쓰이고, 가족에 관련된 유전적으

로 다른 동종간의 사용에 사용되거나 또는 재생적 사용을 위한 것들이다.

FDA는 전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정될 때, 단순히 등록과 상품의 목록 작성

필요조건들만 언급하지 않고 모든 필요조건들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다. 문서는 상세하고 발전된 규정 구성체제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뿐만 아

니라 현재 제안되고 있는 기증자 적합성 필요조건들을 포함할 것이다.

나 . 정 의

제안된 등록규정은 등록과 목록 작성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a) 자가이식 사용(Autologous use)이란, 그러한 상품들을 형성하는 세포들이나

조직이 제거된 사람 개인에게 되돌아가는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의 삽

입, 이식, 주입 또는 전이를 말한다.

(b ) 시설(Establishment )은 하나의 일반적인 물질적 위치로서 인간세포질과 조

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에 관계되는 일 체제 관리하에서 일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용어는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제조 서비스를 계약

하는 것에 관계하는 설비들을 포함한다. 그 용어는 또한 어떤 개체, 협동, 법인, 협

회 또는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의 제조에 관계되는 다른 법적인 실재물

(entity )을 포함하지만 등록된 시설물에 대한 계약이 독립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

다는 전제하에 세포들과 조직들의 조달 또는 재생에만 관계되는 개체는 예외로

한다.

(c) 가족에 관련 있는 유전적으로 다른 동종간의 사용(Family - related allogeneic

use)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상품을 형성하는 세포질이나 조직이 제거되는 사람으

로부터 얻는, 개인에 대한 제1의 혈족에게 사용되는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의

삽입, 이식, 주입 또는 전이를 뜻한다.

(d) 동종 사용(Homologous use)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또는 공급을 위한 세포

와 조직관련 상품의 사용을 의미하며 그 외에는 다음과 같다.

- 구조적 조직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구조적 기능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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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초기의 상태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 조직이 사용되

어 질 때

- 세포질과 비구조적 조직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세포질과 조직이 기증자 몸 안

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행하기 위해 세포들과 조직이 사용되어 질 때

(e) 인간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세포들과 조직들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상품의 어떤 세포 또는 조직관련 성분을 포함하는 상품을 의

미한다. 다음의 상품들은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물들은 이 part의 등록과 목록

규정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1) 이식을 위한 관으로 된 인간 장기들

2) 전체 혈액 또는 혈액 성분들, 또는 혈액을 유도하는 생산품들

3) 우유, 콜라겐 그리고 세포 인자들과 같이 분비되거나 추출된 인간 상품들

4) 최소한도로 조작된 골수

5) 세포들과 조직들의 번식에 사용되는 부수적인 상품들 또는

6) 동물들로부터 얻은 세포들, 조직들 또는 기관들

(f) 제조(manufacture)가 의미하는 것은, 제안되지 않은 어느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의 재생, 조사, 검사, 과정, 저장, 명칭부여, 포장 또는 분류에서의 어

느 또는 모든 단계들을 의미한다.

(g ) 최소한의 조작(Minimal manipulation )이 의미하는 것은: (1) 구조적 조직에

관해서는, 재건, 치료 또는 대체를 위한 조직의 활용에 관계하는 조직의 고유한 관

련된 특성들을 변경하지 않는 과정 (2) 세포들과 비구조적 조직들에 관해서는, 세

포들과 조직들의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들을 변경하지 않는 과정

(h ) 전이(T ransfer )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 재생 세포들과 조직들을 인간 수혜자

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지금 부가적인 용어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목록을 올려놓고자

한다. 차후의 규정 작성에 있어서, 더 많은 용어들을 보다 적합하고 명확하게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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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일반 적 인 필 요조 건 들 (G E NERAL REQ U IRE MENT)

① 기 증 자 적합 성 의 결 정

제안된 규정들은 기증자 적합성 결정, 즉 어떤 구체화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

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은 상품에 대해 세포들 또는 조직의 기증자가 적합

한지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이 삽입, 이식, 주입

되거나 또는 전이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기증자의 적합성 여부 결정은 책임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한 기증자

조사와 검사 결과에 기초한다.

기증자 조사는 관련 전염성 질병체 또는 과거력, 현재의 감염 또는 위험인자들

을 보유할 가증성이 있는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관련 의학적 기록들의 검

사를 언급하고 있다. 기증자 검사는 기증자가 관련 전염성 질병체 노출, 혹은 감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표본- 일반적으로 혈액 sample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증자 적합성 결정의 두 가지 면이 절대로 필요하다. 기증자는 검사 결과들이

음성 반응이거나 비반응을 보여야 하고, 기증자는 관련 전염성 질병체들 그리고

질병들 때문에 위험인자들과 감염의 의학적 증거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검사 결

과로 보여줘야만 비로소 기증자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반대

로 만약 기증자 조사 또는 기증자 테스트가 관련 감염체 또는 위험인자들의 존재

를 가리킨다면, 그러한 잠재적인 기증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전염성 질병체 또는 질병이란 HIV, type 1과 2; HBV ; HCV ; T SE ; 트레포

네머(매독균류); HT LV, type Ⅰ과 ll; CMV ; 클라미디아(성병의 하나) 트라코마티

스(과립성 결막염) 그리고 임질균 등이다.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에 의해 질병체 또는 질병이 전이될 위험이 있

으며, 상품의 수용자 또는 의료업체 직원들처럼 그러한 상품들을 관리하고 접촉하

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망률과 사망자수에

의해 측정되는 질병에 노출될 경우 건강위험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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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질병이나 감염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

방법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기증자 표본에 대한 적절한 FDA 인증을 받거나

허가되고 또는 명확한 조사 실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② 기 증 자 적합 성 결 정 의 기 록

FDA는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기증자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증자의 관련 의

학적 기록들의 복사 자료, 필요한 검사 결과와 기증자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 시기,

주소 등을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품에 부착된 기증자의

적합성 결정의 문서자료에 기증자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하고 있다.

기증자 적합성을 결정하는 시설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전자적 방법(electronic

means)은 외부에서도 쉽게 정정될 수 있어 기록의 가치로서 인정치 않는다. 그러

나 적합한 판독기 그리고 사진복사 장비가 즉시 사용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기

록보존의 방법들, 예를 들면, 최초의 서류 기록들, 사진복사나 마이크로필름 카드,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실물 그대로의 복사본들 같은 기록들이 전자학적으로 보존

될 수가 있다.

상품의 삽입, 이식, 주입 또는 전이된 날짜 이후에 최소 10년 동안은 기록들이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날짜를 모른다면, 어느 쪽이 최근이든 간에 그

상품의 배급, 처분 또는 종료 후에 최소 10년 동안은 기록들이 유지될 것이다.

기증자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이 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검역하에 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출 혹은

배급 전에(획득자로부터 가공업자에게 선적이 되는 경우처럼) 상품을 선적하는 제

조업자는 검역하에 상품을 선적하고 그리고 기증자 적합성 결정이 완료되지 않았

다는 것을 가리키고 기증자를 확인케 해주며 기증자 적합성 결정이 완료돼야만

비로소 상품이 삽입, 이식, 주입 또는 전이가 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들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기증자 신원확인은 기증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끝마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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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 적 합 한 기 증 자 로부 터 얻 어진 인 간 세포 질 또 는 조 직 관 련 상 품 의 검 역 과

처 리

만약 기증자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러한 기증자로부터 얻어지는 어느 인

간세포질이나 조직관련 상품을 검역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부적합한 기증자들

로부터 얻어지는 인간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삽입, 이

식, 주입 또는 전이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상황에서, 당국은 수혜자와 주치의사들이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을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첫번째 예외사항은 가족중 유전적으로 다른 동종간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가족

가운데 유전적으로 다른 동종간의 사용이란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의

제1의 혈족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두번째 예외는, 사람에게의 이식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기증자(directed donor )

로부터 얻은 재생 조직을”같은 질병이나 잠복중인 병원체를 가진 잠재적인 수혜

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세번째 예외는 긴급한 의학적 필요가 존재하고 증명된 경우에 대해서이다. 긴급

한 의학적 필요는 적합한 기증자로부터의 어떤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

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상품 없이는 수혜자가 심각한 위험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에서의 각각의 사용은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

이 따른다.

첫째, 그러한 상품들을 다루게 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들은 생물

학적 위험 기호들이 첨부된 상품들에 라벨을 붙일 필요가 있다.(생물학적 위험은

알려졌거나 또는 의심스런 관련 전염성 질병 위험을 내포하는 상품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둘째, 상품의 제조업자는 (1) 그 상품을 사용하는 의사들에게 테스트와 조사 결

과가 통보되었고 (2) 의사들이 그 상품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3)의사들이 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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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전염성 질병 위험들을 수용자 혹은 수용자의 합법적으로 인정된 대리

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4)의사들이 수혜자 혹은 수혜자의 합법적으

로 인정된 대리인으로부터 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 것에 동의하였

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기증자로부터의 생산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이러한 예외들을 제안하는 것은 상대적인 위험들과 혜택들을 비교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을 잠재적인 수혜자와 그들의 의사들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FDA의 의

도이다. 당국은 예외들의 범위와 FDA가 만든 제안된 안전장치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규제된 재생 조직 기증자들에 대한 예외는

정자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여자가 유전학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아

버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가? 더 나아가 여자들로 하여금

감염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기증자의 선택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여자와 그녀의 잠재적인 아이를 위해 충분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하는가? 등이다.

FDA는 부적합한 기증자로부터 얻어지는 인간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의 사

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긴급한 의학적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

고 있다. 그래서 기증자 적합성 결정을 판정하기 전에 인간 세포질이나 조직관련

상품을 사용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제안된 규정들이 그러한 상품의 삽입, 이

식, 주입 또는 전이를 금지하지 않을 제한된 긴급 상황들을 상설하고 있다. 긴급법

령들은 상황의 다른 특성들에 적합한 약간의 변경을 했다. 특히, 기증자 적합성 여

부가 이식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사와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덧붙여서, 기증자 적합성 판

정이 상품의 사용 동안 또는 사용 후에 완성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판정 결과를

의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부적합한 기증자로부터 얻어진 인간세포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의 비임상적 사

용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적 혹은 연구 목적을 위한 사용 등이

다. 제조업자는 제안된 규정에 규정된 생물학적 기호와 함께, “F or Non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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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nly 와 같이 사용되는 물건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 기증 자 조 사 (DO NO R S C REEN ING)

기증자 적합성의 결정은 두 가지 다른 평가들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조

사와 검사

기증자 조사는 기증자가 위험상태에 있거나 관련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감염의

임상적 증거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기증자에 대한 정보의 여러 가지 가능

한 출처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① 일 반 적 인 필 요 조 건 들

기증자 조사에 대한 필요조건들은, 제조업자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인간 세포

질 또는 조직관련 상품을 위한 세포들과 조직의 기증자의 관련 의학적 기록들 그

리고 관련 전염성 질병체들과 질병의 의학적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의학적 기록들은 현 기증자의 진료기록이 첨가된 문서들의 모음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기증될 당시의 사체의 육안 검사 평가 결과, 혹은 살아있는 기증자의 육체적

실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구 실험 결과, 병원기록, 검시관

과 부검 기록, 그리고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위험요소들과 관련된 어떠한 것으로

부터의 정보들이 될 수 있다. (“관련병원기록,“기증자 진료기록,”육안 검사 및 평

가 등은 HIV와 간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설명이 없을 때는 다른 모

든 전염성 질병에 해당된다.)

전염성 질병의 위험요소들은 생활습관, 임상적인 징후,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증

상, 그리고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위험을 암시하는 의학적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위험요소들도 바뀔 수 있으므로, 제안된 규

정에선 위험요소들을 명시하지 않았다.

FDA는 현 시점에서 전염성 질병의 전염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재조사하고 있으

며,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FDA에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 문서와,

규정에 따르는 제조업자를 돕기 위한 조사정보들을 만들 계획이다. 대중에게 알려

질 지침문서 초안의 공표 시기는 관보 (F ederal Register )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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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지침문서의 초안이 담긴 설명을 편지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할 것

이다. FDA는 마지막 법칙의 발표에 즈음하여 최종 지침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약식 조사작업은 뒤에 감염되었거나, 조사받은 살아있는 기증자에게 사용할 수

도 있다. 이 약식 조사는 지난번 기증 이후로 기증자의 불안정성에 의해 기증자의

병원기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고, 그 변화들의 기

록들도 필요할 수 있다. 완전한 기증자 적합성 결정 과정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씩은 해야 한다.

기증자 의학 기록 대화는 기증자가 살아있을 경우 기증자와의 대화의 기록을

말한다. 만약 기증자가 죽었거나 대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기증자의 병력이나 생활

습관을 잘 아는 사람이나 사람들(예; 기증자의 친척, 가족, 취미생활의 친구들)과

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생활습관에 대한 정의는 대화 중에 기증자가 전염성 질병

에 관련된 위험이 증가할만한 어떤 행동이나 장소에 갔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인간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이식에 있어서 각막에 대한 기증자의 병력 대화의

의무성의 삭제를 위해 법적 동의를 얻으려고 했다. 일례로, 미국 각주의 법들은 공

통적으로 검시관이나 부검자가 기증자의 친척의 동의 없이 각막 조직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33).

현재 규정은 각막조직의 채취에 대한 법적 동의상의 병력대화의 생략을 포함시

키지 말자고 시도하고 있다. FDA는 각막조직이 기증자의 가족들의 동의 없이 채

취될 때, 기증자의 병력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증자

병력대화의 정의는 대화를 통해서 기증자의 병력과 생활습관에 관한 개인적인 정

보를 얻는 것이다.

법적 동의에 의한 각막 채취를 위한 기증자의 병력대화의 필요성은 전염성 질

33) 조직의 임시 법칙에 관하여 많은 의견과 토의에 거쳐, FDA는 각막조직에 관

한 법적 동의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결국 기증자의 병력

대화없이 충분한 육체적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62 FR 40429 at 40437- 이

자료를 얻은 책 또는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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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감염의 위험을 막는데 적당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막

기 위해서는, 허가된 테스트를 할 때조차도, 충분한 기증자의 조사가 필요하다.

T SE (transmissble spongiform encealopathies )에 의한 충분한 조사의 필요성은

기증자의 병력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현재 규정에서는 기증자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T SE 조사하고, 경뇌막 기증자인 경우엔 T SE를 위해서 재래적인 육체 평

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에, 지금 인간 조직의 이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

면, T SE를 위한 조사 또는 테스트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근래에 각막조직의

T SE의 가능한 두 가지 이식이 일본과 독일에서 보고되었다. 게다가 Creutzfeldt

Jakob Disease(CJD)가 있다고 판명된 각막(corneas )과 공막(sclera )이 세 사람의

환자에게 이식되었다가 제거되었다는, 세 번째 잠재적인 CJD 이식이 영국에서 보

고되었다. 최근 인식의 변화와 독특한 발표, 그리고 그러한 준비는 T SE의 가능성

을 나타낸다. 기증에 앞서 세포와 조직 기증자가 나타낼 이러한 그리고 다른 행동

적 변화는 기증자 의학 기록 대화에 공개되리라 기대될 것이지만 다른 조사작업

을 통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특 수 한 전염 병 의 검 사 조 건

세포나 조직과 관련된 병력은 위험요소와 함께 전염성 질병이나 그 발병체에

관련된 임상적 증거로서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은 HIV, HBV,

HCV, 그리고 T SE를 특수 전염성 발병체로 나누고, 특정 검사가 필요한 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네 가지 발병체들과 질병들은 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목록

이 작성되었다. 새로운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당국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안된

법령에 의거해서 새로운 질병을 조사하게 한다.

재생되는 세포와 조직들이 성행위와 생식기 질병에 관련된 연구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 세포와 조직들의 기증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면 기증자 조사에 성행위와 생식기 질병에 의한 감염의 임상적

증거에 의한 위험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난모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복벽

경(laparoscopy )은 성행위나 생식기 질병에 의한 감염과 상관이 없으므로 이 필요

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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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의 이식 (Xenotransplant ) 때의 잠재적인 감염에 또한 특별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종간의 이식이란, 비비나 돼지와 사람 사이 같은, 다른 종족간의

세포나 조직 그리고 장기의 이식을 말한다. 이식은 이식자의 육체적 면역체계에

붕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종간의 이식은 알려진 것이나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

은 것과도 이식이 조장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임상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잠복기를 거치는 미상의 바이러스도 포함된다. 잠재적인 감염성 질병에 대

한 관심과 이종 이식에 대한 대중건강의 위험은 최근에 열린 두 차례의 FDA 회

의에서도 논의되었었다34).

이종 이식자의 세포나 조직은 잠재적으로 이종 이식에 따른 감염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종 이식자와 근접 접촉을 했던 사람의 세포나 조직도 이

종 이식에 따른 감염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같은 잠재적인 많은

위험 때문에, 협회에서는 기증자의 세포나 조직이 이종 이식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증자가 이종 이식자와 근접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증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된

다.

FDA는 이종 이식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또는 장기를 사

람에게 이식하거나 제공하는 것, 또는 이식자의 체액, 세포, 조직, 장기 등에 접촉

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살아있지 않은 동물의

생물학적 물질이나 물건들, 예를 들어 돼지의 심장판막과 인슐린, 소의 알부민 혈

청 등은 이종 이식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랫동안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종 이식자의“근접 접촉은 제안에서 가족이나 집안 식구, 그리고 이종 이식자와

체액의 교환이 가능한 행동을 같이 한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기 증 자 테스 트

기증자 조사에 있어서, 기증자 테스트 결과의 분석은 확실한 감염 여부를 알아

내는데 필요하다. 감염된 세포와 조직에 대한 실험은 그 감염이 전염성 질병에 관

34) 생물학적 반응변화 고문 위원회의 이종 이식에 대한 분과 위원회 (1997년 12
월 17일)와 혈액 고문 위원회 (199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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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기증자 테스트의 일반적인 필요조건을 정

하고 있고, 질병에 대한 상세한 필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FDA는 제안된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

다. 검사 실험이란 전염성 발병체의 존재 혹은 노출을 확인하는 연구실험을 말한

다. 미당국에서는 과거부터 검사 실험이란 단어를 써왔었고, 이러한 실험을 하는

사회단체나 의학단체를 위한 공식용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다른 부분에서

는 기증자 검사란 기증자의 병력에 관한 재조사를 말한다. “

FDA는 기증자 표본은 전염성 질병 발병체나 질병과 관련된 감염인지의 증거를

찾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험에 필요한 기증자 표본은 기증자로부터 세포와 조직을 얻자마자, 혹은 18시

간 내에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AT B는 표본이 기증 전에 수집된다면, 기증

자의 기증 당시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실체 노출 상황이 정확하게 검출될 수 없

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세포나 조직의 조기수집이 표본에 대한 감염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데에는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살아있는 표본에 대해서 아

래의 조건이 된다면, 7일전에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

다.

1) 세포와 조직의 수집은 기증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때.

2)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집한 세포나 조직의 이식, 제거, 이양은 수집 당시나,

수집 후에 모은 표본의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

3) 수집된 세포나 조직의 광범위한 작업은 수집 당시나, 수집 후에 모은 표본의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

AAT B는 규정이 정하는 기증자 표본의 수집 시간과, 여러 다른 산업단체들이

따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이 신청에 실

었다. 다른 시간에 관한 이 의견은 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이식 실험과 이식에 연

관된 전염성 질병의 확산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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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는 관련 전염성 질병 인자나 질병들의 전염 위험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

로 줄이기 위해 FDA에서 인정하거나, 공인되어 통과한 기증자 검사 테스트를 제

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성 세포 및 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검사가 제안, 요구될 클라미디아 트라코마

(Chlamydia trachomatis ) 및 임질균에 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그 두 질

병 인자들이 이용 가능한 그 어떠한 FDA 인가나 승인 혹은 허가 기증자 검사 테

스트는 없다. 그러나 당국은 그 질병 인자들에 대한 검사가 그것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또한 무증후성, 발병률이 낮은 그 유기체들의 검

출에 대해 분류된 테스트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심사 검사가 이용 가능할 때까지

는 적합하고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기 적절할 때까지 FDA의 승

인, 인가, 허가한 기증자 검사 및 테스트는 이러한 질병 인자들에 이용가능하며 요

구되는 심사는 유기체의 검출에 대해 라벨을 붙인 테스트를 이용하여 수행될 것

이다.

기증자 검사에 관한 특정 요건은 실험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련 전염성 질병

인자의 확인이며, 특정 생성 세포 또는 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재시험 요건을 포함

한다. 테스트 요건으로부터 예외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세포 및 조직을

포함, 생존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세포 또는 조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는 HIV 유

형 1, HIV 유형 2, HBV, HCV 및 트리포네마성 팔라듐(T reponema pallidum )으로

인한 감염의 증거를 위해 테스트 받도록 하고 있다.

다음 리스트는 관련 전염성 질병 인자나 질병의 전염에 대한 위험을 적절하고

적합하게 줄이는데 이용되어야 하는 적합한 FDA 승인, 허가, 인정의 심사 테스트

에 대한 FDA의 현 생각을 나타낸다.

(1) HIV 유형 1: 반(反) HIV- 1에 대한 FDA 승인 심사 테스트,

(2) HIV 유형 2: 반(反) HIV- 2에 대한 FDA 승인 심사 테스트,

(3) HBV : 간염 B 표면 항원 (HBsAg)에 대한 FDA 승인 심사 테스트,

(4) HCV: 반 HCV에 대한 FDA 승인 심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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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독트레포네마(T reponema pallidum ): 매독에 대한 FDA 승인 혈청학 테스

트,

(6) 인간의 T 림프성 바이러스(Human T - lymphotropic virus ), type 1과 2:

HT LV 1과2에 대한 FDA 승인 심사 테스트,

(7) 세포 확대 바이러스(Cytomegalovirus): anti- CMV에 대한 FDA 승인 테스

트.

HBV의 경우 두 가지 선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항원 검사와 항체 검사가 그것

이다. 현재로선 HBV의 전염성이 적은 항원 검사가 적절한 방법이며, 이 검사시

주사 자국을 내는데서 표면 항원 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리하여 FDA에서 승

인한 HBsg 선별 검사는 HBV 바이러스 검사의 전형적 모범으로 여겨져 왔던 것

으로 보인다. 항체 검사만으로는 기증자가 전염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항체 검사가 음성적이 되어 기증자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증 시 활성적인 간염은 피부 항원 검사만으로 적절하게 평가 할 수 있다.

항원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HBV 초기이거나 또는 만성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만약 기증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당국이 기증자가 해당 전염병에 대한 항원

테스트에서 거듭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검사가 당해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검사일 지라도 반드시

기증자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 적합성 여부를, 규정에 따라 결정 해야함을 유의해

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항체 검사에서 그 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해

도 반복해서 양성 반응이었다면 그 기증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증자는 기증 후 6 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장할 수

있는 기증자의 세포나 배양 조직은 저장 기간 동안 그 기능과 온전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는 정자(spermatozoa)나 정충 세포(sperm progenitor cells )도 포함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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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의 필요성은 병원체와 HBV 바이러스와 같은 보균 인자에 대한 항체의

현존과 감염 시기와의 소위 말하여 과도기(window period)를 잘 다루기 위한 것

이다. 테스트를 받지 아니하면 재검사를 마칠 때까지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을 판정

받을 수 없다.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의 검역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이와 같은 기

증자를 위한 재검사는 HBV 재검사를 위해 가장 적절한 것으로 FDA는 여기고 있

다.

어떠한 세포나 조직을 기증한 생존 기증자는 FDA에 의하면 의무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기증 후 6개월 내에 재검사를 권하며 그 동안 장기는 검역을 받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④ 기 증 자 적합 성 결 정 에 대 한 필 요조 건 으 로 부 터의 예 외 사항

기증자 적합성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자가 이식을 위해 장기은행에 저장된 세포와 조직의 경우, 세포와 조직은 환자

로부터 제거되어 같은 환자에게 장래 이식을 위해 저장된다. 자기 몸으로부터 분

리된 세포나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전염병 테스

트나 검사가 필요 없다 (그러한 세포나 조직의 저장이나 취급에 관하여서는 제안

중이 CCT P 규정에서 차후에 다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조치로 FDA는

자가 이식자는 인간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의 이형 동종 기증자를 위한 것과 제

안된 같은 테스트와 검사에 준할 것을 권고한다.

FDA가 권고하는 테스트가 필요 없는 두번 째 경우는 수혜자와 성적으로 친근한

파트너로부터 기증받은 재생 가능 세포나 조직이다. 이와 같은 경우 수혜자는 파트너

의 정자나 체액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우이다. 어느 정도 테스트나 검사가 필요하지

만 담당 의사나, 수혜자, 그리고 기증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마 . 라벨 부 착 의 필 요 조 건 들

비록 상기 두 가지 경우에는 검사와 테스트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라벨 부착

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의 세포나 조직 기반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에 적용되는 검사와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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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는 그 제품에 감염성 여부에 대한 비 평가물(NOT

EVALUAT ED FOR INFECT IOUS SUBST ANCES ) 이라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

다. 검사나 테스트 결과가 음성적이지만 모든 검사와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에 “ 감염성 여부에 대한 비 평가물(NOT EVALUAT ED FOR INFECT IOUS

SUBST ANCES ) ”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하지만 검사와 테스트가 수행되어 특

정 전염병 인자의 보균이 나타나고, 특정 전염병의 위험 요소와 임상 증거가 확인

되면, 그 제품에 표시된 생물학적 위험 범례에 따라 라벨을 부착한다.

추가로 자가이식을 위해 장기은행에 보관된 세포나 조직을 위해서는 자가이식

용(FOR AUT OLOGOUS USE ONLY) ”이라는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

한 라벨 부착이 부주의한 장기 방치를 방지할 것이다.

(3 ) 조직 은 행 의 경제 적 인 영 향에 대 한 분석

FDA는 행정명령 12866, 규제 완화 법령(5 U.S .C. 601- 612), 그리고 비 재정 개

혁 의무 법령(공법 104- 4) 아래 제안된 규정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행정명령

12866에 따라 해당 당국은 이용 가능한 대안에 대한 모든 비용과 이익을 산정하

고, 규정이 필요할 경우 순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규정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

(잠재적인 경제, 환경, 공공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른 이점; 분배적 영향; 그리고

형평). 규제완화 법령에 따라서도 해당 당국은 추가될 규정이 상당한 소규모 집단

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을 분석해야 한다. 비재정개혁 의무법령(T 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에 의하면 민간 부문의 경우 백만불(인플레이션

에 따라 매년 조정) 이상,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을

초래하는 규정을 제안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서면 진술을 준비

하여야 한다. FDA는 이 최종 규정이 행정명령에서 확인된 원칙에 부합한다고 믿

고 있다.

OMB는 이 최종 규정이 행정명령에서 정의하는 중요한 규제 조치이므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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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규정이 년간 그 비용이 백만 불을 초과하지

도 않고,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재정개혁 의무

법령에 의하면 FDA는 비용이나 이익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규제 완화 법령(T 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은 해당 당국이 상당수의 소수

집단에게 본 규정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본 제안 규정

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가 이미 수행되고 있고 제안에 대한 기록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FDA는 재생 조직에 개입된 소수 집단의 다른 특성과 소수 집단에 대한 불확

실한 영향, 그리고 분배 규모에 대하여 특징지울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

로 FDA는 초기 규제 완화 법령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가 . 제안 규 정 의 목 적 과 근 거

FDA는 인간의 세포와 조직 기반 제품의 급속한 발전을 규제하는 차선책으로

이 규정을 제안한다. 본 제안 규정은 인간 세포와 조직기반 제품에 대한 접근 속

에서 제안된 세 개의 규정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자면, AIDS나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잠재력을 지닌 오염된 조직

의 부지불식 중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와 조직기반 제품의 전국적인 공급에 대한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조

치를 하는 반면, FDA는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피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안

정을 유지하면서 규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인간의 각 세포와 조직 기반 제품

의 특별한 유형과 이용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 규정을 설계해여 왔다. 본 규정은

어떠한 세포와 조직 기반 제품의 이식, 주입, 또는 전이, 그리고 특정한 세포나 조

직 기반제품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FDA는 지금 세포와 조직 기증자는 매독여부를 검사 받고 T SE에 대

해 심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존가능한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나

조직의 기증자는 또한 HT LV type 1과 2, 그리고 CMV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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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염성있는 질병인자들이 정자와 기타 비뇨생식기의 분비물에 의해 전염

될 수 있기 때문에 FDA는 생성 세포와 조직이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 검사 및 테스트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 병에 걸 린 실체 들 의 유 형과 수

제안된 규정은 그 제품에 사용되는 세포와 조직의 기증자를 심사 및 검사하기

위해 이식의 목적에 쓰고자 하는 인간의 조직을 포함하여 인간의 세포 및 조직

기반 생성물에 대한 제조업자를 필요로 한다. 규정은 기증자들이 위험인자들과 관

련 전염성 질병인자들 및 질병들에 대한 임상적 증거에 대해 심사 및 검사받을

것을 요할 것이다. 제안된 규정은 조직은행, 혈액은행, 눈은행, 정액은행, 불임 치

료시설 및 인대·혈액은행과 같은 그러한 시설들에서 수행되는 활동들의 범위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따를 것을 요하는 실체들의 수는 미당국이 사전에 특정

인간 세포 및 조직 기반 생성물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비록

미당국이 그 제품을 등록하고 목록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제조업자의 단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간 세포 및 조직 기반 생성물 제조업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어떤 때에는 이용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의 평

가는 인간의 세포 및 조직 기반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무역 조직으로부터 획득되

는 정보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본 문서의 T able 1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제안된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시

설들의 견적된 수치는 다양한 산업 출처로부터 파생된다. 미국 눈은행협회(the

Eye Bank Association of America : EBAA )는 약 108개의 은행들을 대표하는데

미국 전역의 약 95% 가량의 눈 은행들로 짐작된다. AAT B는 약 60여 개에 달하

는 품질 인정 조직은행들을 목록화하고 품질인정되지 않은 40에서 60에 달하는

추가 멤버들을 계획하고 있다.

1998년 5월 당시 CBER은 “간성 세포(stem cell)”를 제품 혹은 시설물의 한 유

형으로 목록화하고 있는 132개의 등록된 혈액은행 시설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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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기증프로그램(T he National Marrow Donor Program :NMDP )은 말초 혈액

간성 세포를 회복시키고 약 101개에 달하는 기증센터를 목록화하고 있는 시설들

을 포함한다(이 시설들은 미국 혈액은행협회 혹은 혈액생성 세포 요법 인정 기금

(the Found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ematopoietic Cell T herapy : FAHCT

와 결부되어 있음). 비록 중앙의 인대·혈액은행에 대한 시설 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단일 국립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FDA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인 약 25

개의 인대 혈액 은행이 있다고 계산한다. 이들 시설들 또한 FAHCT 또는 AAT B

를 통하여 인가를 추구할 것이다.

다 . 충격 의 본 질 (NAT URE O F T HE IMPACT)

제안된 규정은 기증자 검사, 기증자 심사, 기록유지 및 세포와 조직의 검역격리

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기증자 조사는 병력 인터뷰(특히 전염성 질병 위험에

관계하는), 사체 기증자들에 대한 현재의 신체 평가보고서, 살아있는 기증자들에

대한 신체조사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의료 기록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생체

혈액이나 골수반복 기증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기증적합성 결정 절차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필요할 것이다. 제안된 규정은 세포나 조직의 특정 회복 시간

이내에 수행되는 테스트와 함께 기증자 표본이 관련 전염성 질병 인자 및 질병으

로 인한 감염의 증거를 위해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

증자는 관련 전염성 질병 인자 및 질병으로 인한 감염의 임상적 증거에 대한 위

험 인자들로부터 자유롭다면 그리고 요구되는 테스트 실험이 음성이거나 또는 비

반응적이라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규정은 또한 기증자 적합성 결정에 대한 기록유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기증자의 관련 의료기록, 필요로 하는 테스팅의 결과 및 적합성 결

정을 행한 시설의 명칭과 주소의 사본을 포함하여 기증자 적합성 상태의 문서화

를 수반하는 인간의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을 선적하라고 요구받을 것이다. 제안

된 규정은 기증자 적합성 결정에 사용되는 기록을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그러한

기록을 제품이용일 또는 배포일로부터 최소한 10년동안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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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규정은 또한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들이 기증자 적합성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격리되고 제품들을 그 기간중에 격리하에 있다고 분명하게 분류할 것을 요

구한다. 규정은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되는 기증자로부터의 세포나 또는 조직에 대

한 적합한 분류 및 문서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제조업자를 보류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의 정도는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주요 산업 협회들이 이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제안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나 초과하는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FDA 규정들이 이미 이식이 의도된 인간의 특정 조직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은 제안된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기증자 세포와 조직의 유형 그리

고 이러한 조직 제품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합동 시설들을 목록화 한다. 표 1은 또

한 제안된 규정과 이미 기증자 심사 및 테스트에 대한 현재의 산업기준에 따라

평가된 시설의 백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설들의 수치에 대한 견적을 제공한

다. FDA가 제시한 특정 기증자 조사 및 테스트 요건에 대한 목록은 현재 산업협

회가 요구하는 목록과 비교할 수 있다.

표 1. 형태와 영향받는 시설의 수치 그리고 기증자 적합성 조사와 테스트에 대한
산업 기준에 따른 백분율

인간 기증자
조직의 형태

영향받는 실체들의 형
태(그리고 평가된 총수)

FDA가 제안된 규정들과
비교한 관련 산업협회

기준들

산업 기준들에
따른 평가된 백
분율 실체들

비재생조직(No nre prod uc tive Tis s ue )

눈조직
눈은행
108 EBAA 회원들
(총 104)

21 CFR pa rt 1270
그리고 FDA가 제안한
(s 1 , s2 , s3) ¹
(t1 , t2 , t3 , t5) ²

EBAA
(s 1에서 s3) ¹
(t1에서 t3) ²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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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막, 경뇌막,
심장판막, 피부
동종이식 ,
뼈 동종이식

조직은행들
60 AATB 회원들
(총110)

21 CFR pa rt 1270
그리고 FDA가 제안한
(s 1에서 s3) ¹
(t1 , t2 , t3 , t5) ²

AATB
(s 1에서 s3) ¹
(t1에서 t 5) ²

100%

줄기세포들 (S te m
c e lls ) ;말초혈액

골수기증자센터
132개의 FDA에
등록된 시설들
기증자센터(총101)
수집센터들(총114)

FDA가 제안한
(s 1에서 s3) ¹
(t1에서 t6) ²

AATB/ FAHCT
(s 1에서 s3) ¹
(t1에서 t6) ²

100%

줄기세포들;
탯줄, 혈액

인대혈액은행들
(총25개)

FDA가 제안한
(s 1에서 s3) ¹
(t1에서 t6) ²

AATB/ FAHCT
(s 1에서 s3) ¹
(t1에서 t6) ²

100%

재생조직(Re prod uct ive Tis s ue )

기증자 난자,태아

ART시설물 & 관
련실험실들
281 in 1995
SART re port
(총 300)

FDA가 제안한
(s 1에서 s 3) ¹
(t1 , t2 ,t3 , t5) ²

AS RM, CAP
(s 1) ¹

(t1 , t2 , t3 , t5)²

모름

기증자 정자 정자 은행들
4 in 1996 AATB
조사(총 110)

FDA가 제안한
(s 1에서 s 3) ¹
(t1에서 t8)²
AATB
(s 1에서 s 3) ¹

(t1에서 t8)²
ASRM
(s 1) ¹
(t1 , t2 , t3 , t5 , t7 ,
t8) ²

10% 모름

1 . Sc re e n ing fo r : s 1 :HIV, s 2 : 간염, s 3 :CJ D
2 . 실험실 검사 : t1 :a nt i- HIV- 1- 2 , t2 :a nt i- HCV, t3 :Hbs a g ,

t4 :a nt i- HTLV- 1 t5 :매독, t6 :CMV, t7 :임질균,
t8 :클라메디아성 결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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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AT B 기준 또는 ASRM 지침에 따른 수정(생식) 센터 또는 정자 은행에

대한 어떠한 믿을만한 정보 출처도 없다. 정자 은행들의 작은 비율은 AAT B의 회

원들이고 조사와 테스트에 대한 그 기구의 필요조건들에 따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시설물들에 사용되는 조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

의 없다. 이러한 정보가 경제적 파급의 평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FDA는 이러한

시설물들에서의 현재의 기증자 조사와 테스트 실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 의견

을 요청하고 있다.

제안된 기증자 조사와 테스트에 덧붙여서, 제안된 규정은 현재의 격리, 샘플 라

벨 부착 그리고 기록보존 시스템과 제안된 규정의 필요조건들을 제휴시키기 위해

시설 직원 근무시간(facility staff time)을 필요로 한다. 산업 협회 모두 이미 이러

한 과정들에 대한 필요조건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재생 조직을 다루는 시설물들의

예외와 함께, 대부분의 시설물들에 적용이 되는 현재의 산업 기준은 적어도 제안

된 규정에 포함된 것들만큼 엄중하다.

표 2. 표본검역, 라벨부착, 기록 보존에 대한 현재 산업기준에 대응하는 FDA가
제안한 필요조건들의 부합

FDA 제안 현 AAT B 현EBAA 현 AABB 현FAHCT 현ASRM

검역 X¹ X¹ X¹ X¹
기증자정자;
난모세포가

아님

라벨부착 X¹ X¹ X¹ X¹ X¹

기록보존 X¹ X¹ X¹ X¹
권장됨;필요

치 않음

X¹은 부합됨을 의미

표 1에 요약되었듯이, 대부분의 비재생 조직시설들은 그들 자체의 산업협회기준

과 FDA 현재 규정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증자 조사와 검사 필요조건, 법령에

따르는 비용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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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과 조직 검역 필요조건들의 부담은 현재의 기록 보존과 설비 과정들

을 제안된 기준에 의해 필요한 것들과 비교하고, 현재 설비 과정에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직원 근무시간 변동, 시설비의 추가 비용이 더 요구되지만 조직은행들

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라 . 제안 된 규 정 의 평 가 된 이익

제안된 활동(action )은 현재 시판되고 있고 미래에 시판될 지도 모르는 인간 세

포질과 조직 관련 상품들의 광범위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중대한 혁

신을 가능케 하고 최소한도의 관리 부담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발전시키고 새

로운 기술 속에서 대중적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그 규정의 중요한 혜택은

어떤 건강 상태이든 간에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들을 포함한 치료법의 모든 수

혜자에게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안전

기준의 확립일 것이다.

제안된 규정은 HIV, HBV, HCV, CJD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한 몇몇 생

명을 위협하는 질병들로부터 노출된 모든 환자들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은 승인된 조사 과정들, 실험실 테스트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표본

들을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라벨 부착을 함으로써 최소화

될 것이다. 조사된(이 문서의 T able 1) 감염성 질병들의 각각은 부가된 환자 안전

보호와 대중건강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질병 전이의 위험성은 세포질과 조직관련 상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다. 기

증자 조사, 테스트 그리고 다양한 조직의 형태에 대한 전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

한 다른 방법들은 유사하게 질병 위험에 있어서 다른 상대적인 감소(different

relative reduction )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 혈액 기증자 조사의 확대와 발전

된 실험실 테스트는 수혈로 인해 전이되는 질병의 위험도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HIV 감염의 위험성은 몇몇 미국 도시들 중에서 보고된 1/ 100에서 대략 1/ 680,000

까지 감소가 되었다. HBV의 전이 위험성은 1/ 2,100에서 1/ 63,000까지 감소가 되었

고 HCV에 대한 전이 위험성은 1980년대 초의 1/ 200에서 현재 수준인 1/ 100,0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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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낮춰졌다. 혈액 기증자들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위험 감소 수준은 발전되고 확

대된 기증자 조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안전에 있어서의 발전상의 실례를 제공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대부분의 비재생 조직 시설들은 이미 제안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의도된 위험 감소 수준을 이미 달성하였다. 제안된 규

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에 대한 토의는 몇몇 위험의 중요한 영역과 재생 조직

수혜자들에 대한 제안된 필요조건들의 잠재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

의 토의는 재생 조직 기증자들 사이에서의 확대된 조사를 통해 감소될 병의 성적

전이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이고 기증자 조직을 통해 전이될 수가 있는 HBV와

HCV라는 두 가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병의 감소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조사를 통해 이미 성취된 HIV위험에서의 명백한 감소에 의해 증거가 보여줬듯

이, 재생 조직 기증자들 사이에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질병위험에 있어서의 중

대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기대된다. T DI를 통한 HIV 전이의 위험성은 HIV에 대한

조사가 1985년 CDC(T 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 의해 권

해진 이래로, 훨씬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문서화된 총 6개와 두 가지 가능한 경우들은 1996년 12월 현재 CDC에 보고되

었다.

마 . 사무 처 리 축 소 법 령 (Pa pe rw o rk Re d uctio n Act)

이 제안된 규정은 1995년도의 사무처리 축소 법령(the Paperwork Reduction

Act - PRA )(44 U.S.C 3501- 3520)에 의거하여 경영예산 공무원(T 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이 검열하게 되어 있는 정보수집조항을 포함한다.

이 규정들에 대한 서술은 연례보고 및 기록유지 책임에 대한 견적[평가]과 함께

다음에 나와 있다. 견적서에는 지시 사항들을 검토하는 시간, 기존 자료 출처를 찾

는 시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간 및 각 정보 수집에 대한 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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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시간이 포함된다.

FDA는 (1) 제안된 정보 수집이 FDA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필요한지 아닌지 그

리고 그 정보가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2)사용되는 방법론과

가정들에 대한 유효성을 포함하여 제안된 정보수집의 부담에 대한 FDA의 평가의

정확성, (3)수집되는 정보의 질, 효용성 및 명료성을 높이는 방법, (4)적합할 때 자

동 수집 기술 및 기타 형태의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반응들에 대한 정보 수집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견해를 요구한다.

당국은 현대의 저장(storage) 기술이 기록들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현저

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현재 5년이라는 보존 기간 대신 제안된 10년 기간동안

기록들을 보존하는데 드는 유지비용이 새롭고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PRA에 의하면, 제안된 라벨 부착 필요조건들은 정보 수집을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벨 부착에 필요한 정보는 원천적으로 안전한 상품 공급을 확신시키는

것을 돕고,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에 대한 발표를 목적으로 FDA에

의해서 제조업자들에게 공급이 된다.

수탁자(consignee)에게 검사와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정보 요지의 수집

을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사하고 테스트를 행하고 수탁자에게 결과

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조업자들의 관례적이고 일반적인 실행 혹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1995년의 당국은 이러한 제안된 규정의 복사본을 정보 수집 법령의 검토를 위

해 OMB에 제출하였다.

① 기 증 자 적합 성 결 정 의 기 록

(a) 적합하다고 결정된 기증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기증자, 사용될 수는 있다

고 결정된 기증자로부터의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기증자의 이름은 삭제

된, 적합성 판정의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기증자와 관련 의료 기록, 시험 결과, 그리고 기증자 적합성 결정을 한 시설

(establishment )의 이름과 주소; 또는 기록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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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검사 결과와 테스트에 근거하여, 기증자가 적합, 부적합 여부에 대한

문구

(b ) 기증자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된 기록을 생성하는 시설과 기증자 적합성

결정을 한 시설은 그런 기록을 보유해야 하고, FDA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적 방법(electric means)에 의해 다

른 장소에서 회수하는 기록은 보관이 되도록 고려한다. 기록은 상품의 삽입, 이식,

주입, 또는 이전(transfer )한 날짜로부터 최소 10년간 보관되어야 하거나, 만약 이

식, 삽입, 주입, 또는 이전한 날짜를 모를 경우엔, 기록은 상품의 배포, 사용권

(disposition ), 또는 기한 만기- 그것이 어느 때이던 간에- 이후에 최소 10년간 보관

돼야 한다.

② 기 증 자 적합 성 결 정 이 나 기 까 지 격 리

(a)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기증자 적합성 판정을 받기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저장할 만한 재생 세포와 조직은 요구하는 시험을 마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b )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기증자 적합성 판정을 받기까지 격리되고 있

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배포될 수 있는 상품과는 쉽게 구분이 가도록

해야 한다.

(c)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분배될 수 있기 전까지 배로 운반되는 상품

은 격리되어야 하고, 기증자(기증자의 수)를 명시한 기록과 기증자 적합성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표시와 그 상품은 기증자 적합성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식,

주입, 이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표시를 해야한다.

③ 부 적 합 하 다 고 판 정 된 기 증 자로 부 터 나 오 는 인 간 세 포 나 조직 관 련 상 품

의 격리 와 사 용 권

(a) 만약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을 위해 세포나 조직의 기증자가 필요한

테스트와(또는) 검사의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면, 이 항의 (b ) 또는 (c) 단에

따라 파괴나 다른 사용권이 수행되기 전에는 그 상품은 격리되어야 하고, 다른 모

든 상품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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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이 항의 (b )㉣단에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테스트와 검사 결

과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기증자로부터의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아래의

상황 아래에서 이식, 주입이나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ⅰ) 그 상품은 가족과 관계된 유전적으로 다른 동종간(allogeneic) 사용을 위한

것이다.

ii) 그 상품은 규제된 기증자로부터 나온 재생 조직을 포함한다. ; 또는 문서화

된 긴급한 의료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이 항의 (b )㉠ 단락의 조항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생체 유해 표시(biohazrd legend)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 이 항의 (b ) ㉠ 단락의 조항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는 아래를 문서화해야 한다;

ⅰ) 그 상품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테스트와 검사 결과를 알렸다.

ⅱ) 의사가 그 상품의 사용에 권한을 행사했다.

ⅲ) 의사가 그 상품을 수혜자에게 사용 또는 수혜자 법적 권한 대행자와 관계

된 전염병의 위험을 설명하는 것에 동의했다.

ⅳ) 의사가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혜자나 수혜자의 법적 권한 대행

자의 동의를 얻는 데에 동의했다.

㉣ 이식을 받았거나, 이식의 수혜자와 가까운 접촉을 해왔다는 기증자로부터 나

온 인간 세포와 조직 관련 상품은 이 항의 (b )㉠ 단락의 조항들 아래에서 사용될

수 없다.

(c) ㉠ 만일 문서화된 긴급 의료 필요가 있다면, 기증자 적합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기증자로부터 나온 인간 세포와 조직 관련 상품일지라도, 이식, 주입, 이전하

는 데에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 이 항의 (c)㉠ 단락의 조항아래서 사용 가능한 인간 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

은“전염성 물질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라는 라벨을 달아야 하고, 문구를 지녀야

한다.

㉢ 인간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이 단원의 (C)㉠ 단락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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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참고로 해야한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ⅰ) 그 제품을 이용하는 의사는 그 제품의 테스트와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 받았는가

ⅱ) 의사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후에 그 제품의 사용을 허가했는가

ⅲ) 의사는 시술자 또는 시술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에 따른 감

염의 위험성을 설명했는가

ⅳ) 의사는 시술자 또는 시술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을 허가받았

는가

㉣ 이 단원의 (C)㉠ 단락에 의거해서 인간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이 사용되었을

때, 감염의 안정성 측정은 그 제품의 사용 당시나 후에 완료되어야하고, 제조업자

는 의사에 측정결과를 통보해야한다.

(d) 필요한 테스트와 검사의 결과에 의해, 부적당하다고 측정된 기증자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세포나 조직 관련 상품은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임상실

험용이 아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임상실험용으론 사용할 수 없음(For Nonclinical Use Only )”

㉡ 생물재해 위험성이 있음

④ 감 염 테 스트 ; 일 반 적 필 요조 건 들

(a) 전염성 질병의 감염의 위험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전염성 병원체

에 의한 전염인지의 증거를 찾기 위해, 기증자 표본이 이 단원의 (c)단락에 적합

하게 실험되어야 한다.

(b ) 이 단원의 (d)㉡와 (d)㉢ 단락에서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기증자 표본은 기

증자로부터 세포와 조직을 얻자마자, 혹은 48시간 내에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살

아있는 표본에 대해서 아래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7일전에 수집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세포와 조직의 수집이 기증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때

㉡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집한 세포나 조직의 이식, 제거, 이전은 수집 당시나,

수집 후에 모은 표본의 테스트를 필요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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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세포나 조직의 광범위한 작업이 수집 당시나, 수집 후에 모은 표본의

테스트를 필요로 할 때

(c) 전염성 질병의 감염의 위험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 테스트는 적절한 FDA

에서 인정하거나 공인되어 통과한 기증자 조사 테스트를 설명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Chlamydia trachomatis와 Neisseria gonorrhea의 기증자 조사 테

스트를 위한 FDA에서 인정하거나 공인된 실험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부작용의 여

부를 확인만 할 수 있는 잘 쓰이지 않는 FDA 공인 실험을 해야한다. 시체표본에

사용되는 실험은 적절하고도 필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CLIA에서

인간표본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보증하는 테스트를 실행하여야 한다.

(d) 아래의 기증자들은 부적절함으로 판명된다.

㉠ 표본 실험에서 관련 전염성 질병체에 계속하여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기증자.

단, 아래의 상황일 땐 예외가 된다.

ⅰ) CMV (cytomegalovirus)에 대한 표본실험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이지만 다

른 실험에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증자

ⅱ) 트레포레마 성분이 없는(non- T reponemal) 조사 테스트에서는 반응을 보

이지만, 트레포레마 반응 실험에서는 음성을 나타내는 기증자.

㉡ 2000㎖ 이상의 피가 필요해서 48시간 안에 수혈(전체 피, 재구성된 피, 혹은

적혈구) 또는, 콜로이드를 주입했거나, 크리스탈로이드(crystalloids )를 2000㎖ 이상

을 1 시간 내에 주입했거나, 혹은 어떠한 조합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기증자.

아래의 상황은 제외된다

ⅰ) 기증자가 피를 잃은 후, 새로운 수혈이 있기 전에 채취된 표본은 적절한

전염성 질병 실험으로 사용 될 수 있다.

ⅱ) 플라스마 희석의 충족함을 보증한 알고리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실험 결

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증자로부터 48시간 전에 표본이 체취 된 분량을 관리하

여 평가된 것을 이용할 때.

㉢ 12살보다 어린 기증자가 조직이나 세포의 채취 전에 피나 콜로이드, 크리스

탈로이드를 주입되었을 때. 단 아래의 상황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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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수혈이 있기 전에 채취된 표본은 적절한 전염성 질병 실험으로 사

용 될 수 있다.

ⅱ) 플라스마 희석의 충족함을 보증한 알고리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실험 결

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증자로부터 48시간 전에 표본이 체취 된 분량을 관리하

여 평가된 것을 이용할 때.

⑤ 기 증 자 적합 성 결 정 의 필 요 조 건 으로 부 터 의 예외 ; 라 벨 부 착 필 요 조 건 들

(a) 아래에 기술된 인간세포 또는 조직 관련 상품은 기증자 적합성 판정을 할

필요 없다.

㉠ 자가이식(Autologous )을 위한 저장된 세포나 조직.

㉡ 성관계가 있는 배우자에게서 기증된 재생 세포나 조직.

(b ) 인간세포 또는 조직 관련 상품의 모든 검사와 테스트를 마쳤으나, 이 단원

의 (a )단락에 나열되어 있는 인간 세포질 또는 조직 관련 상품의 기증자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상품은“ 전염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되지

않았음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 단원의 (a)단락에 나열되어 있는 인간세포

질 또는 조직 관련 상품의 기증자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가 수행됐다면, 존재하는

관련 전염성 병원체 그리고/ 또는 관련 전염성 질병체들 또는 질병들의 임상적 증

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생물재해의 위험성에 기인하여 표시한다.

(c) 자가이식(Autologous)을 위한 저장된 세포나 조직은 “ 자가이식 사용만 허

용 이라고 표시한다.

(4 ) 가 족 접 근 법 (F am ily A pproa ch법 )

가 . 가족 에 의 접 근방 법

발생하는 죽음의 타입에 근거하여 기증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상황이 존

재한다. 기증자의 상태가 뇌사인가 심폐사인가에 따라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

의 범위가 달라지며, 가족의 반응에 또한 영향을 미쳐 그에 따른 대처 방법도 달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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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뇌 사 / 심 장 박 동 있 음 (B rain D e ath/ H e art - B e at in g )

특히 뇌사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은 가장 준비되어 있지 않기 쉽고, 현대 의학기

술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뇌사는 이해하거나 받아

들이는 데 있어서 가족들에게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환자는 살아있는 듯 하다. 환자의

심장이 뛰고 있고, 가슴이 움직이며, 몸은 따뜻하고 대개 좋은 빛을 띠고 있기 때

문이다.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LifeSource(조직구득기관)는 뇌사의 설명과 기증

의 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각각 따로 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분리된 접근 은 가

족이 그들의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 기간을 가지게

한다. 기증이라는 화제는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진 후에만 꺼내도록 한다.

항상 장기 기증의 옵션을 가족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이러한 중대한 논의의 내

용과 시간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조직구득기관에 전화를 걸어 협조

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들은 가족들에게 접근하

는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기증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원 봉사

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심 폐 사 (Cardiac S t an d s t il l )

잠재적인 조직 기증자들의 수 때문에, 조직구득기관은 조직 이식에 대해 가족들

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원 스태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조직구득 코디네

이터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스태프들을 돕거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매

일 24시간 대기중에 있다.

가족들과 조직 기증에 대해서 의논할 때, 예정표(agenda)" 접근방법이 사용되

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조의를 표하고, 세 가지 결정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가족

에게 말한다.

- 장례식장의 선택

- 조직 기증과 관련한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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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과 관련한 희망사항

이러한 방법은 상처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가족이 기증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 또는 친구들과 논의할 수 있

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하고, 후에 그들의 마지막 결정을

위해 만날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일 반 사 항 (Gen eral )

모든 형태의 기증을 위한 법적인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legal informed

consent )룰 얻기 위해서, 다음의 문제들을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 어떤 조직 또는 장기가 기증될 수 있는지

- 이식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 및 장기의 일반적인 사용과 이익(눈 기증에 있어

서, 눈의 사용에 관해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질지 이식을 위해서 사용되

어질 지에 관한 몇몇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75세 이상의 기증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기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다.(가족들은 죽음 전의 병원비와 장

례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기증 후에 개관식(open casket viewing : 천주교에서 관을 열어 놓고 장례를

진행시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기증 끝날 때까지의 적당한 시간의 소요에 대

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은 기증할 것인지 기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 결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결정이다.(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매우 슬퍼하는 가족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증자 가족들은 이에 지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냈고, 많은 사람들은 조직기증이 그

들의 슬픔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증 당시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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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들고 기증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거

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기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 . 입법 /JCA HO/문 서작 성

기증을 지지하는 법적인 구조가 존재한다. 통일사체법은 이식이나 그 밖의 사용

을 위한 죽은 사람의 장기와 조직 기증의 합법성을 확립, 친족의 죽음의 시점에서

기증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정 인척의 순서 체계를 제공하고, 장기

와 조직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잠재되어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건의료전문가

를 보호하고 있다.

① 필 수 요 구 사항 / 필수 면 접 후 전 원 (R e quire d R e qu e s t/ R e quire d R ef erral )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모든 잠재적인 기증자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모든 잠

재적인 기증자 가족에게는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임되어진 입법과 더불어, 현재 기증 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처벌하는 10개의

JCAHO 기준들이 있다.

법률과 기준들은 모든 죽은 환자가 잠재적인 기증자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확

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만약에 죽은 환자가 특별한 나이와 의료적 기준에

적합하다면, 환자의 가족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장기/ 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한다.

② 문 서 기 록 (D o cu m en tation )

죽은 자의 의료기록에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증자 평가(장기/ 조직 분재 기관과 협의 하에:1- 800- 24share)

- 금기사항/ 기증에 대한 의료적 예외사항(만약에 해당된다면)

- 의료검사자/ 검시관의 기증을 위한 동의(만약에 해당된다면)

- 법적인 최근친자와 기증자와 그 또는 그녀와의 관계

- 최근친자의 결정

- 기증의 옵션을 제공한 스태프 멤버의 이름

- 만약에 가족이 기증을 선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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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학적 선물을 위한 동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직접 방문한 한 명의

증인과, 전화 확인된 두 명의 증인)

; 친자의 정확한 최근 주소

; 처리 및 적출된 조직 및 기관과 적출자

만약 기증자가 눈 을 기증했다면, 가능한 한 많은 병력 정보와 함께 Eye Bank

는 Eye Bank 기증자 정보 서식의 작성을 해야한다.

다 . 수요 량

해마다 약 500,000명의 환자가 미국에서 조직 이식을 받고 있다. 이 중 300,000

명 이상이 뼈 이식을 받고 있으며, 5,000명 이상이 피부 이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회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의 32,000 평방 피트의 피부가 연간 요구

되어 지고 있다. 심장 판막 - 수요가 높은 또 다른 조직 - 의 경우에는 공급이 수

요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35).

라 . 이식 을 위 한 장 기 및 조직

뼈는 악성종양이나 외상으로 인한 결손, 척추의 연결(융합), 잘못된 고관절 보철

(hip prostheses) 수정, 치주 결손을 채우는(이빨 주위의 뼈) 등에 사용한다.

동종이식용 피부의 사용은 중화상의 상처, 피부궤양 및 다른 피부병 병소부위를

일시적으로 덮어줌으로써 고통 감소와 박테리아 번식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준다.

피부는 등과 다리에서 적출 된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적출할 수 없다.

매우 얇은 피부층이 적출 되면, 이것은 셀로판지의 두께와 비슷하다.

결합조직은 하수증 근막 정정(Fascia- Correct ptosis ), 손상된 무릎 인대의 힘줄

35) 이러한 지역 또는 국가적 필요를 맞추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 St . Paul 적십자 이식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10,800개 이

상의 뼈 이식 조직, 48개 심장 판막, 97개 힘줄. 그러나 여전히 거의 모든 이

식용 조직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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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골 - 턱/ 얼굴 부위의 재조합, 손상된 관절연골을 수리하는데 사용된다.

심장 판막 및 대동맥판과 대정맥판은 질병이 있는 판막 또는 선천성 판막 이상

을 대체하기 위해 성인과 소아에게 이식된다. 심장판막이 기증되어질 때, 심장 전

체가 적출 되고, 의료기술진이 무균상태에서 대동맥판과 대정맥판을 적출 하는 실

험실로 보내진다. 동종이식용 심장판막의 잇점은 장기 생존. 인간 심장판막 이식

생존율은 약 20년이라고 연구 보고되고 있고, 인간 심장 판막은 어린이와 함께 성

장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액응고저지가 필요하지 않고 초기 감염에 내성이 매우 강

하며 판막 압력 경도가 더 좋다.

마 . 적출 절 차

조직적출은 병원 부검실 또는 수술실에서 특별히 훈련되어진 의료기술진에 의

해 무균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적출 시간은 보통 3- 4시간이 걸린다. 일반적

으로 모든 기증의 경우에 있어서, 기증자에 대한 존중 및 존경을 표해야 하며, 조

직의 채취 후에는 신체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 조직, 눈 기증은 부

검이 계획되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바 . 비용

기증자 가족들은 기증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증에 대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장기와 조직의

기증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일정기간동안 잠재적인 기증자가 중환자실에 남아 있

어야 하는 뇌사의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수혜자가 가진다. 그러나 장례비와 이전의 병원비에 대해서

는 가족들이 책임을 진다.

만약 어떤 기증자 가족에게 기증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어졌을

때는 관련된 조직구득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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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가족 추 후 관리

요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이 이루어진 후 7- 10일 이내에 각각의 구득(적

출)기관은 기증자 가족에게 그들의 선물에 사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낸다. 장기 또

는 눈 기증의 경우에, 그것을 이식 받은 수혜자의 상태를 편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뼈, 피부 또는 다른 조직 이식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 도움

을 받은 수혜자의 수와 같은 것을 명시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48- 60명의 수혜자).

만약에 이식에 대한 가족 동의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의 의도했던 선물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

도록 한다.

기증자 가족들은 종종 추후 의사 소통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감사편지가 의도된 곳으로 잘 보내질 수 있도록 병원 스태프가 각각의 기증에 있

어서 주의 깊게 최근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

다. 더불어, 다른 기증자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LifeSource와 St . Paul 적

십자는 또한 각각의 기증에 참여하였던 병원 스태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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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국내의 조직은행

국내의 조직이식의 수요에 비해 조직은행의 상황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식

되는 조직의 대부분을 손쉽게 수입에 의존할 수 있고, 조직은행에 대한 뜻이 있다

할 지라도 초기에 많은 투자를 요함으로 쉽게 설립하기가 어려웠다. 국내에서 조

직은행을 발전시켜 조직을 원할히 공급할 수 있다면 외화 지출의 70% 경감시킬

수 있고, 유통 경로를 간소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전염성 질환의 유무 정보확인이

가능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 급한 수술인 경우에도 조

직을 필요한 양만큼 무제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활용함으로 양호한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취약한 부분인 자체적인 통계자료 및 임상적 고찰과 추적조

사가 원활함으로 우리 나라의 의학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지금부터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조직은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조직은

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국 내 조 직은 행 현 황

한국에서 뼈은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원자력병원의 이수용

박사, 고신대학의 김재도 박사,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단국대학교의 임창

준, 원광대학병원이 이동근, 엄인웅, 서울대학병원의 정필언, 전남대학병원의 이종

호 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짧은 역사지만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임상보고들을 발

표하기 시작했다.

1971년 가톨릭의대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Bone Bank를 설립하여 1973년 상완

골 거대세포증에 대한 동종골 이식술로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8권 1호)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동종골이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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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Bone Bank를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의 Bone Bank를 유지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Bone Bank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90여개의 수련 병원 중에서 56개 병원이 Bone Bank를 운영한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들의 Bone Bank 운영방법은 다양하였다. 이들 가운데 75%가 - 70℃

이하의 deep freezer 1대를 보유하면서 수술중에 채취한 대퇴골두나 외상환자의

절단지(ampted limb )에서 오염이 안된 부분을 채취하여 소독(sterilization ) 과정없

이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때 기증자에 대한 사전검사

(screening)는 56%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보관중인 조직에 대한 세균 배양은

62%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관중인 조직에 대한 장부기록은 84%에서 보관한다고 응

답하였으나, 보관중인 뼈 조직에 대한 x - ray촬영은 94%가 하지 않고 있어 보관중

인 조직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채취한

조직의 보관은 이중 74%가 이중 포장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2년 정도 보관

하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82%에서는 동종골이식 후에도 동종골 처리, 보관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약 40%의 병원에서 본인들이 운영중인 뼈은행에 대한 질(quality )적인

확신이 없어 외국에서 수입한 동종골이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에

서 장기기증 후에 얻어진 동종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하여 채취후 보관, 저장 상태가 열악하여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1996년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심장혈관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냉동

흉부내 동종 및 이종장기의 개발 연구를 시행하였고, 심장수술시 요구되는 심혈

관계 인간의 장기를 처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냉동장기은행을 운

영하였다.

이 Cryopreservation Laborary (가칭 연세심장혈관센터냉동조직연구소 YCC Cryo

Lab.)는 AAT B의 권고사항을 만족시키며 Alabama T issue Center가 AAT B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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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받아 1997년 10월 처음으로 심장이 처리되었고, 1998년 2월

에 연구소에서 처리한 동종이식판막을 처음으로 이식하였다.

YCC Cryo Lab.에서 처리하는 조직은 뇌사자의 심장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얻거

나 사망한 지 12시간 내에 부검을 통해 얻어진다. 우수한 동종이식편을 제공하기

위해 YCC Cryo Lab.은 AAT B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YCC Crto Lab .에서 조직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은 AAT B가 인증하는 조직은행 전문가이며, 관리책임자는

AAT B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Lab.에서 처리

되고 있는 조직은 주로 대동맥판막, 폐동맥판막, 대동맥궁, 심낭막, 복재정맥 등이

있다.(http:/ / heart .yonsei. ac.kr )

1994년 11월 11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국내 처음 심장마비를 일으

켜 사망한 송 씨(남자, 38세) 뼈기증자가 발생했다. 이 사람은 모친이 기증의

사를 밝혔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인도돼 skull, mandible, lip, 골반뼈 등이 적출 되

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1995년 4월 6일 대한구강악안면학회와 사랑의뼈은행을 창

립하여 98년 4월말까지 순수 뼈기증으로 기증된 시신이 10명이었고,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 후 뼈나 기도, 심장판막을 기증받은 예가 8건이었다. 그러나 이때 운동본

부에서는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장기이식과 마찬가지로 병원과 직접 연결하여 시

신을 인도하는 업무로 일관했다. 그럼으로써 조직이 한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빚었고, 뼈를 병원에서 독점하여 필요한 병원에서 요청이 와도 적절하게 분배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bank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9년 6월 2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가천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조직은행의 탄생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국조직은행의 특

성은 이식을 시행하고 연구하는 의료진(medical society )과 시신을 기증받기 위하

여 오랜 동안 장기기증운동을 주도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결합이고,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윤리학, 의료법학, 언론계, 종교계 등을 대표하는 각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multiple specialist group)가 있어, 조직은행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즉 시신기증으로부터 이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할이 어느 특정 집단의 의무나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시신기증운동의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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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정신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실히 수행하여 이 사회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야 될 의무가 각 전문가 집단에게 있다는 의미이

다.

한국조직은행은 지난 1여년간 20여구의 시신을 기증받아 뼈, 인대, 근육, 피부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조직은행은 1여년간의 경험으로 시신기증을 위한 행정절차와 기증자 선별

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였고, 기증자 관리를 위한 영안실, 장

례 절차 등을 확립하였다. 또한 객관성,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로

한국형 조직은행의 의학적, 법률적, 사회적 범위를 규정하는 한국조직은행의 일반

지침서를 확정, 출간되었다.

2 . 조 직이 식 관 련 국 내 법 의 현 황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조(정의)에 용어의 정의에 장기등 이라 함은 사람

내장의 여러 기관 등으로서 심장, 간장, 췌장, 폐, 골수, 각막과 더불어 사람의 기

관 또는 조직중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령 안에서 조직에 관한 것은 제외시킴으로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

고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5조(시체의 부분분리)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치

료를 위하여 부분이식이 필요한 때는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때 부분적출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유족의 승낙을 받되, 사망

자의 서면동의나 유족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는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출물 처리 규칙 제2조 제1호에 인체조직물은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태반, 살, 뼈, 치아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3조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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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료인이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의학교육 또는 타인의 신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36)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 및 조직기증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제도의 미비, 정보 혹은 인식의 부족으

로 인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지휘를 받아 사체를 인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규정상 인체조직물을 이

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체조직의 거래가 국제 문제화되어 UN에서 인체조직물의 무역거래에 의한 판

매금지를 결의한 바 있으며37) 수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124호)등에

대하여는 동물로부터 적출한 것과 인혈청 알부민 등 혈액제제 및 원료의약품용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의료용구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1999- 1호)에 의한 의료용구의 품목에 인체조직물은 의료용구의 대상에서 제

외되고 있어 인체 조직물의 무역거래 및 유통판매는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동종골이식시 소요되는 인간의 뼈에 대해 판매가를 정하여 진료용 재료로 보험급

여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급여31510- 840호, 1992. 10. 15)을 내린 바 있고, 보건복

지부 급여 65720- 545(1999. 12. 14)호로 진료용 재료대 상한가를 재조정하면서 그

36)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7절 변사자의 검시 제 33조 1항
37) 미국 의회는 이식수술을 하기 위한 장기 판매를 금지한 역사적인 국가장기이

식법(NOT A )을 1984년 통과시켰다. NOT A는 장기와 장기의 일부에 대한 州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는 문제점, 그리고 유상 기증자로부터 구한 장기의 품질에서 야

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체의 장기를 팔거나 산 사람 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최고 5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NOT A가

장기판매를 전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이식수술에 필요한 장기

판매만 금지할 뿐 연구를 위한 인체의 장기 판매, 혈액이나 정자처럼 재보충

이 되는 부분은 규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장기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저지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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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역상 제품군을 골이식용 동종골 을 포함시켜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고 있

다.

의료용구 수입업자인 J사는 미국 Georgia T issue Bank사에서 인체조직물로 제

조한 Achilles T endon Bone을 산업자원부 수출입통합공고상의 품목번호 3001-

90- 10- 00 피부 및 뼈(이식용에 한함)로 수입 통관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한 후

1998. 9. 30 연합회에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 인정신청을 한데 대하여, 연합회에

서는 위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인정지침을 근거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관련학

회에의 의견조회 및 진료비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8. 11. 23

인체조직물인 Achilles T endon Bone을 판매 예정가 1,731,180원에 진료용 재료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현재까지 인간의 뼈를 재질로 한 것과 인간의 뼈 및 건

(T endon)을 재질로 Bone Chip, Spongiosa Bone Block, Lyodura, T uto- Dura,

T uto- Fascialata, Auditory Ossicles 등을 인체조직물을 진료용 재료로 보험급여를

인정하였다38).

그러나 보험급여과의 감사에서 인체조직물의 무역거래 및 유통판매 행위가 법

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상태에서 인체조직물을 진료용 재료대로

인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불가피하

다면 진료용 재료대로서의 인정이 아닌 처치료에의 포함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

구할 것이며, 의료용구로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사실상 인체에 접촉 삽입되어 생물

38) 1999. 2.1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직은 T utoplast Dura 1.0×3cm , 4×

5cm, 4×10cm , 5×11cm, 6×8cm , 7×8cm 1/ 2 kalotte, T utoplast F ascia Lata
0.3×12cm , 2×3cm , 4×5cm , 4×10cm , 6×8cm , 6×12cm,
2×20cm, 4×20cm , 8×20cm , Auditory Ossicle hammer , Auditory Ossicle
anbil, Auditory Ossicle atirrupr , Cancellous Bone Block medium, Cancellous
Bone Block large, Fibula Bone 10mm , Fibula Bone 20mm , Fibula Bone 70mm ,
Fibula Bone 100mm , Iliac Crest 30×13mm, Iliac Crest 25×12mm , Iliac Crest
25×14mm , Iliac Crest 25×16mm , Iliac Crest 25×11mm , Patella T endon 105
×11mm (PCL), Patella T endon 85×12mm (ACL), Cancellous Bond Chip
4- 10mm 30cc, Cancellous Bond Chip 4- 10mm 15cc, Cancellous Bond Chip
2mm 15cc, Cortico- Cancellous Chip 2mm 15cc, Cortico- Cancellous Chip
4- 10mm 30cc, Cortico Chip 2mm 15cc, Morselizd Chip 2mm 3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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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안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인체조직물을 재질로한 진료용 재료가 아

무런 검증절차없이 수입, 유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통보를 연금보험국에 하였다.

3 . 국 내의 조직 이식 현황

(1 ) 조직 수 입 현황

현재 J메디칼, U메디칼 등 수입업체가 8- 10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수입하는

조직의 양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39). 다만 보험처리가 되는 Achilles

T endon Bone, Bone Chip, Spongiosa Bone Block, Lyodura , T uto- Dura,

T uto- Fascialata, Auditory Ossicles 가 1992년부터 2000년 1월 18일까지 약 16억

원가량 된다는 것이다. 대략의 추측으로는 연간 200- 300만불로 추측하고 있다. 이

런 외화의 낭비 외에 수입 과정중 많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IMF이후 수입 의료재료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점을 환자들이 떠안아

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차손으로 인한 고가의 의료비의 뼈수입 문제 외에도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은 조직의 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들 사이에서 유럽

에서 들여오는 피부의 대부분이 실험용이라는 소문이 돌고, 1999년 8월 미국의 샌

디에고에서 열린 AAT B학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조직을 마구 수입해서 이식하고

있는 나라로 스페인과 우리 나라를 꼽았다.

이렇듯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비하여 전염성 질환 유무 파악의 어려

움이 있어 환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질환을 얻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유전인자

39) Human T issue 및 T issue Based Product의 미국 시장의 크기는 5조원이 넘

는다고 한다(일본 경제신문 2000. 03. 29).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입되어 사

용되는 인체조직과 인조 피부(Artificial Skin ) 및 뼈가 인체조직으로 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시장 크기로 예측된다. http:/ / www .
hansmedica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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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외국인의 뼈를 이식할 경우 숙주 친화력의 감소로 이식 성공률이 감소할

수 있으며, 수입시 신청과 도착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시간을 다투는 경

우 수술을 포기하거나 중도 수술을 종료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2 ) 조직 기 증 의 현황

지금까지 병원단위의 조직은행에서는 수술장에서 나온 뼈나 심장이식시 제거되

어 처리된 판막 등에서 나온 조직을 위주로 이식이 되었으나, 기증자로부터의 동

의서나 양식에 의거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

었다. 비교적 상세한 기증자에 대한 정보나 조직 처리수가 기재되어 있는 곳은 한

국조직은행으로 창립 후 1년동안 22명의 기증자가 있었다40).

(3 ) 현 조 직 은 행 운 영 상 의 문제 점

조직이식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이

다. 현재 병원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행들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곳

은 연세심장혈관센타냉동조직연구소와 한국조직은행 뿐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병원 단위의 조직은행은 대부분 수술장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처리, 보관, 이식하

고 있고 생체 기증자로부터의 경우 동의서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

분이며, 보유한 조직이 외부로 분배되기보다는 처리한 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대부

분 이어서인지 보관된 조직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에서 조직이 제외됨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법

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장기기증 후 조

직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법에서 제외됨으로 장기이식코디네이

40) 시신기증자 14명, 장기기증 후 조직기증자 8명. 이 가운데 이식용으로 분류된

조직기증자는 14명, 8명은 연구용으로 분류되었다. 연구용으로 분류된 시신은

세균배양 검사결과와 혈청검사가 없고 패혈증 증세로 판명된 기증자들이었으

며, 병원으로부터 기증자 혈청검사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해 장기기증자 임에

도 연구용으로 분류되기도 했다(1999. 6. 28- 200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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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조직 구득에 상당히 어려운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직을 기증받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국내의 실정상

미국 수준의 처리실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조직이식이 수입에 의존하고, 또 수입된 조직에 대한 의료보

험 적용 여부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지만, 현재 국내에서 기증된 조직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남으로 해서 조직의 처리, 보관, 분배에 관한 적정한 비

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 및 이식처럼 앞으로 조직기증과 이식이 활

발해 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정부에서는 장기이식시 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코디네

이터 및 의사들의 활동비, 기증자 장례비를 산출하여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듯 조직

기증 및 이식까지의 비용을 산출하여 적절한 비용부담에 대한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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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한국에서의 조직은행의 바람직한
구조를 위한 제안

조직은행은 그 규모에 따라 병원 안에서 수술환자의 적출물을 기증받아 처리한

후 주로 자체적인 공급만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외과계 조직은행(Surgical T issue

Bank)과 뇌사자 및 사후 시신기증을 통하여 다양한 조직들을 다양하게 처리하여

어느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지역조직은행(Regional T issue Bank)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은행들의 총체적인 구조와 갖추어진 장비들의 기능은 원활한 운영에 기

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영역들은 연구와 발전, 직원들과 경영진, 교육, 조

직공정 그리고 임상적 이용 등을 포함한다.

지금도 장기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조직의 경우도 예외

가 아니다. 부족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의학과 간호 전문직,

특히 정형외과 의사들의 동종골 사용에 따른 높은 성공률에 관한 인식의 부족이

다. 많은 병원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이 그들의 환자들이 잠재적인 기증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장기이식코디네이터조차도 장기구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

질 뿐 조직기증에 대해서는 매우 망설이고 있었다.

조직은행의 발전은 각 단계에서 신중한 주의와 보장이 요구된다. 조직은행과 관

련된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되 이보다 앞서 그 기능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즉 조직이식을 통해 개선된 환자의 관리, 이식 진료비

의 의료보험화, 무엇보다 조직의 질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

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조직은행의 바람직한 구조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

안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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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증자 확보 를 위 한 제 도적 마련 과 프 로그 램 개 발

조직은행의 발전은 조직획득에 의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기증

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기증에서 가장 꺼리는 점은 장기 및 조

직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시신 훼손에 대한 불안,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른

판정 등등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조직을 획득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지원, 폭넓

은 홍보 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 신분 증 에 장 기 및 조 직 기증 의 사 표시

1995년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운전면허증

이나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 라 하여, 각막기증 의사를 스티커를 부

착하여 표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 이 해 11월에 대통령령에 의해 통과되었다.

1996년 6월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위임, 시행

토록 하였다. 운동본부에서는 시행초기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 유인물과 스티커가 부착된 엽서를 배포하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교

부할 때 함께 주도록 당부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고, 1999년에는 인터넷으로 장기기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후 각 교회와 기관, 관공서, 지하철, 은행, 약국 등에 지정 홍보판을 부착, 엽

서를 비치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1998년 경찰청 운전면허계에서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각 민원실에 홍보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협조를 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미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등록에는 효과적이나,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영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는 운전면허증은 카드가 아닌 B5정도 크기의 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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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원하는 사람은 친

필 서명을 하여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데, 버지니아 주는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신청서에 장기기증의사 여부를

묻고, 서명하면 운전면허증 카드 뒷면에 장기기증자 표시와 함께 당사자의 서명이

인쇄되어 나오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문과 스티커를 배포하여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카드를 부착하

여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2 ) 장기 기 증 활 성화 프 로 그 램

앞서 살펴본 선행의 원칙에 의하면 사망 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

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하여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식용 장기들을 제

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는 사자나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자율성이 존중되

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율성 존

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식장기의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선행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홍보 방법이 요구되

고 있다.

아마도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자발적인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인 해결방안일 것이나,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장기

및 조직기증에 관한 홍보는 주로 기성세대 중심이었으나 생각만큼의 효과를 거두

지 못하자41) T he Southern Califonia Organ Procurement Center 에서는 대상을

젊은 층인 중등과 고등학생으로 낮추어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들에

41)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이유로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에 반대(40.7%)가족의

반대(20.%)의 비율 순으로 높았으며, 이밖에 병원체계의 문제 7.7%, 뇌사에

대한 이해부족 5.8%, 시신손상염려 4.8%, 뇌사자의 의지를 알 수 없거나 사회

적, 종교적인 문제가 각각 3.8%, 가족 일원의 독단적 결정 2.9%, 장례절차 지

연 우려가 1.9%순으로 나타났다.(618 DONORS FAMILY INT ERVIEW , 12
HOSPIT AL IN SPAIN, 199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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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교육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장기등록자가 되기 위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

리고 자기의 뜻을 뚜렷하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미국 내에서 장기기증을 처음 접하게 되는 때는 자동차 면허를 신청할 때이다.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장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미국에는 매년 약 12,000- 15,000의 잠재적 기증자가 있지만 실제로 기증하는

사람들은 겨우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인 85% 정도가 임종 직전에 기증이

나 이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설문지 조사단은 거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사람들은 수혜자가 정말로 기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제로 장기를 받을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하며 신뢰를 하지도 않는다.

- 고인들의 가족은 그 고인이 확실히 기증을 한다는 말을 생전에 밝히지 않았

기 때문에 기증을 거부한다.

-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기증을 지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임

종 전에 거절하고 있다(그 문제에 관해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 사람들은 장기기증 후 자신의 사체 형태가 망가져 장례식에서 알아볼 수 없

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장기기증 등록

이 낮다42)고 생각한 센터에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Discoveries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비디오 테이프나 학습자료 등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중·

고등학생들은 장기기증에 대해 과학적·도덕적, 그 소요 경비 등에 대해 많은 관

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외과적 수술 부분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수술대 위에

서 인생이 바뀐다는 드라마틱한 면에 관심을 보였으며, 장기기증과 이식의 공정성

42) 미국에서는 연간 12,000- 15,000명의 장기기증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5,360
명만이 장기기증이 되고 있다. 나머지 1/ 3은 장기기증을 권유받지 못해서, 1/ 3
은 장기기증을 거부했다((1990년 민간비영리단체로 설립한 T he Partner ship
for Organ Donation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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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은 매우 효과가 높아 교육을 끝낸 학생들의 반응은 사람들이 왜 기

증을 하지 않는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Los Angeles T imes 97.

2. 26 Life＆Style Section )

미국은 특히 절대적인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농구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 전에

는 배우 Larry Hagman과 가수 David Crosby , 야구선수 Mickey Charles Mantle

등을 선정했으나 모두 간이식을 받은 수혜자였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간 손상으

로 도덕적 문제가 거론되어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유명 개그맨 김국진, 국가 대표 축구선수

김병지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홍보를 펼치고 있고, 생명나눔실천회는 가수 김

흥국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터나 유인물 등을 통한 홍보는 한계성을 지니게 마련임으로 헌혈

캠페인처럼 국가 차원의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한국

방송공사 제1라디오와 1년간 공동 캠페인을 펼쳤을 때도 장기기증등록자 모집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고, 또 라디오가 가지는

한계성도 있었다. 비디오 시대에서 T V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효과는 성덕 바우만

군의 골수이식 기증자 모집에서도 익히 그 효과가 증명된 바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데, 장기나 조직의 기증운동이 생명나눔 실천인 것은

확실하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초기에서처럼 감정에 호소하여서는 장기기증 등록

이 일시적인 충동에서 행하여져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그 예가 성덕 바우만 골수기증등록자 캠페인에서처럼 그 감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80% 가량이 기증의사를 번복함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장기 및 조직이식대상자들의 절실성, 장기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 성

공률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임상적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기증자들의

헌신을 사회에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기증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조직은행 술식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대중 교육이 될 것이며,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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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동종이식의 필요성과 가치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3 ) 가족 에 의 문 의

사체이식용 장기획득을 늘리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그러나 매우 실용적인 방

안은 의료진과 병원으로 하여금 쓸모 있는 장기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환자나

이미 죽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의사를 법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물어보도

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정례적인 가족에의 문의(Routine Faminial Inguiry , RFI)

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에 추가한 것처럼 말이다. 비통에 잠겨 있는 가

족들의 심정과 맞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의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법에 명시되

어 있어서… 라고 말을 꺼낼 수 있고, 잠재적 장기기증자나 그 가족들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장기 공여를 하고 싶지만 서명하는 것이 두려운 환자는 자

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려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잠재적 장기기증자

는 선행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어떤 윤리적 원칙도 침

해함 없이 이 요청을 집행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장기 기증에 관해 여하한 의사

표시도 없이 사망했다면, 장기 공여의 결정은 가족의 손에 맡겨진다.

물론 의료진들로서는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사자의 장기를 기증하겠는가 하

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의 종교지도자를 통해 질문할 수

도 있고, 민간운동단체에 연락해 묻는 방법도 있다. 어쩌면 그런 물음은 유족들에

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될지도 모르나 장기공여에 관한 물음은 의외로 긍적적인

승낙을 얻어 장기기증의 %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우리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사체이식용 장기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선행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장기 및 조직기증에 있어 원목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종

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따로 발간하고 있다.

(4 ) 의료 기 관 의 제도 적 정 비

이식을 위한 시신기증에 필요한 민간제도적 장치 및 의료기관의 제도적 장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신기증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나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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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며, 더욱

이 사고사인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함으로 사망 후 6- 12시간 이내에 조직을

채취하는 일이 어려워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전 24시간이나 사망 후 즉시 이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시행할

단체나 제도가 없다.

각막이식의 경우 기증자의 혈액을 채취해 이식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이식을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검사료가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각막

이식인에게 부담할 수 있지만, 조직을 적출해 장기간 보관이 되는 조직은 아직 그

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초기투자가 많은 조직은행의 부담이 되고 있다.

(5 ) 시신 기 증 자 를 위 한 지 원

점점 장기, 시신기증은 늘어가고 있는 반면 장기 및 시신기증자 또는 그 유가족

을 위한 사회전체의 프로그램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일회성 보도나 행사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가 시급하다.

현재 시신을 기증받아 조직을 채취하고 화장까지 책임을 지는 곳은 한국조직은

행 뿐이다. 한국조직은행에서는 시신을 12시간 이내에 인도하되, 발인시 시신기증

식을 함으로 유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조직기증이나 시신기증에 대한 의미

를 전달해 줌으로 시신기증에 대한 가족의 보람을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모인 사람들에게 시신기증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계속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직을 채취 후 시신을 원형대로 복원하며, 가족들과 의논, 날짜를 정하여

시신을 화장(火葬)하고 있다. 분골(粉骨)은 가족 원할 경우 가족에 돌려드리고, 그

렇지 않을 경우 시립납골당에 모시고 있다43).

시체처리비용의 부담은(제15조)은 시체를 교부 받은 의과대학의 장이 전부 부담

43) 시체해부보존법 제 14조(시체의 화장)①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그 시체를 화

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화장

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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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조직은행에서는 영안실 사용료 부담은 하지 않고 있지만

화장 비용은 관, 관보(官保), 영구차 비용, 화장비, 납골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략

450,000∼850,000원까지 부담하였다. 이 비용의 차이는 해부학교실의 기준에 맞추

어 영안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든 비용이 있었고, 서울시립화장터와 납골

당 사용 경우 각 15,000원으로 비용이 적게 드나, 성남 및 인천의 시립 화장터의

비용은 10,8000으로 비용이 높고, 납골비 또한 이와 비슷하다.

현재 각 해부학교실에서는 시신을 기증 받았을 경우 영안실과 안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자체 납골당을 설치, 시신기증자들의

분골을 모시고 있다.

뇌사시 장기기증자들의 장례비용 보조비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2,000,000

으로 책정되었고, 각 해부학교실에서는 영안실과 안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6 ) 국립 장 기 이 식 기관 과 의 유 기적 협 조

성공적인 조직은행 운영은 조직기증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 조직이식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한 조직을 구득하여 조직이식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

이는 것이므로, 기증자 선택 기준이 엄격할수록 좋은 것이다. 많은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의 경우 많은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시신기증을 받아 조직을 적출한 경우, 이식적합여부를 가리

기 위해 필요한 검사비와 적출후 사체보관 및 화장비용 등 시신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커진다. 무엇보다도 시신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적시에 검사용 채혈을 한다던가 인도시까지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으로 분류될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후 조직을 적출할 수 있

다면 이식을 위한 적합한 검사와 처치, 그리고 무균시설에서의 조직 적출, 화장비

용 절감 등 이식과 사후 처리 등등에 높은 성공률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직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의 테두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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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관리기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만약 국립장기

이식관리기관이 관심을 갖고 OPO내에 있는 조직은행이나 한국조직은행으로 연락

을 해준다면 장기기증자의 뜻이 배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조직은행을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 의료 기 관 의 의식 전 환

현재 각 병원에서는 시신이 수술장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반드시 무균시설에서 적출해야 할 조직이 영안실에서 적출되거나 비교적 깨끗하

다고 하는 방에서 조직적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의 질을 위

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조직이 은행에서 적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증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적출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노

스웨스트 T issue Center는 한 달에 10례 이상의 조직적출이 시행되나 센터로 들

어오는 시신은 1- 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럼으로 수술장 사용할 때 합리적인 사용비용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다면 조직

의 질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시신을 옮겨다니게 한다는 가족들의 고통도

감소됨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각 병원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들은 아직 조직이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

는 것도 조직기증이 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 유가족

들의 경우 이식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증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의 코디네이터들은 가족들에게 또다른 항목

의 기증을 권유하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적극적인 안내를 망설이고 있다. 이것

은 조직이식을 하는 관련의사들이 쉽게 수입조직을 이용함으로 국내의 조직기증

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병원 내의 코디네이터들과 교류가 없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를 기증받아야 하는 것만큼, 조직이식 대상 환자

들도 싸고 안전한 조직을 이식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기기증에 관

한 안내를 할 경우 조직기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으로 유가족들에게 기회를 제

- 115 -



공해야 한다고 본다.

노스웨스트 T issue Center의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가운데는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이 큰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조직기증

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사망할 사람이 있을 경우 센터에 연락해 줄 것 등을 알리

는 것이다. 실제로 환자의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중환자실의 의료진임

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장기이식코디네이터나 조직은행에 알려준다면 그만큼 기

회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 KA T B (Kore an A s s ociation of T is s ue B ank ) 구성

우리 나라에서도 AAT B와 걸맞는 협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 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여자의 선정기준, 조직 채취 및 보관방법, 기록보관, 공급(provide)

network 형성, 그리고 수가 산정과 술후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은

행의 정도 관리를 위한 workshop 개최 등을 통한 교육과 지속적인 감시 등의 능

동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1 ) 국내 조 직 은 행들 의 시 설 및 조 직 의 질 관 리 를 위한 지 침 서 마 련

의학과 세포생물학은 많은 환자의 중요 신체의 일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

여 기증된 사람의 조직을 사용함으로써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빠

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서구사회는 장기이식과 조직의 의학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인식해 법령

과 관련된 법률로 조직이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

리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의학의 진보와 충돌하게 되고 인간 및 장기복제등에

대한 딜레마가 예상되어 왔으며 사회, 윤리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발전해 오고 있는 외국의 조직은행은. 인체 조직 필요의 증대에 따

라 전문기술의 발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의학적 기술과 인도주의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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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보다 늦게 출발한 국내의 조직은행은 각 대학과

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의 발전과 함께 폭 넓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원단위의 국내의 조직은행과 의료진 개인의

행적을 모아 국내의 조직은행을 발전시켜 나갈 AAT B와 같은 기능을 할 한국조

직은행 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 : KAT B)를 구성할 필요가 있

다.

KAT B는 시신의 기증 및 조직 채취, 처리, 보관할 수 있는 병원 및 기관들로

network을 구성하여 시신기증이 전국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취된 조

직의 정보를 연합회를 통하여 공유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직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합회를 통한 조직정보의 공유는 안전한 조

직의 객관적 관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병원 또는 지역별로 조직은

행 또는 특정조직만을 담당하는 조직은행의 설립을 유도하며 연구 및 임상발전에

힘쓰고 안전한 조직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도관리(quality control)를 담당

하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조직은행 술식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2 ) 자율 적 감 독 체 계

병원 단위의 조직은행이건 지역단위의 조직은행이건 동종이식체는 가능한 매우

높은 품질을 유지하여 한다. 이러한 조직은행의 신뢰도는 각 술식의 품질에 달려

있다. AAT B에서 인정한 조직은행은 각 조직은행의 기록과 그 수행을 전문가로부

터 매년 검사 받아야 한다.

수혜자의 안전과 동종골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원칙적인 술식

을 지키며 장비를 유지하고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며 완벽한 의학적, 기술적 결정

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감염성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하며 부검과

함께 기증된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와 혈청검사가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의 법률이 조직은행 술식을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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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종이식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은행이 보호받을 수 없

게 되어 있다. 조직은 기증된 것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동종이식체

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은 조직은행에 있으며

기증자 선택을 위한 기준, 추적, 조직은행술식, 저장, 처리, 품질관리 등의 매우 엄

격한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수혜자를 보호하고 외과의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직

은행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조직은행과 연관된 법률적 책임은 주로 조직의 처리에 국한된다. 조직은행은 생

산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증자가 조직을 기증하고, 조직은행은 처리를 담당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때 조직은 기증된 것이므로 제품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product 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service 를 하므로 product

liability 나 product of warranty 의 의무는 없으나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negligent processing liability 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의 조직은행은 동종이식체를 임상이식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나 법률적 의무가 없다. 병원 단위의 뼈은행은 단지 법률자문에 의존하며

병원조직 자체로부터 책임감이 일부 보호되고 있다. 독립된 조직은행은 각각의 보

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동종골이 각 주간 또는 국가간으로

이송될 때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의 조직은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나, KAT B가 설립되어 공통된 technical manual을 만들며, 회원 조직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춘다면 안전한 조직을 생산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현

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에 이식에 부적합한 장기등을 적출하여 이식대상자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

지만44)45), 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제도적인 마련은 현실적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4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0조(臟器등의 摘出·移植의 금지 등)①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아니된다. 1. 장기등의

이시기에 부적합한 傳染性 病原에 感染된 장기등 2. 癌細胞에 侵犯된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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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완전히 정립된 후에야 거론되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선은 민간차원에서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되, KAT B의 운영규정

과 지침서가 제도적인 뒷바침을 하는 역할을 하고 각 조직은행 및 술식을 인증하

며 자체적인 감독의 체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조직으로 인해 2

차적 질병 감염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런 문

제는 앞서 미국의 예에서 보여주었듯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 은행

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감염이 되다면 책

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법에서 보여주듯 적출·이식에 부적절한

조직 채취를 금지하고, 거기에 합당하는 벌칙을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벌칙이 강하게 주어

졌다는 의견이 있지만, 장기와 조직이 이식에 의한 감염으로 2차 질병이 생겼다면

같은 맥락에서 처벌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은행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KAT B 창립으로 규정과

지침 이 제정 단계에 있으므로, 조직은행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해 지혜를 모

을 때라고 보아 지켜보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 선진 국 수 준 의 설 비 및 전 담 의 료 기 술자 의 교 육 프 로 그 램 개발

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설비가 필요하다. 즉

미국 AAT B와 FDA의 규정을 최소한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 및 운영지침이 필요

한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도 지적했

듯이 조직이식이 환자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국민 건강증진 및 복지증

진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한 조직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필수불가결이다. 그러나

3.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4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39조(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

期懲役 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傳染性 病原에 感染된 臟器등, 癌細胞에 侵犯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摘出하거나 移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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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장비 등의 초기의 투자가 막대함으로 정부의 연구지원이 없이는 병

원단위의 조직은행이 발전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술자(T echnician )나 조직은행을 이루는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은 각막과 조직의 경우 전문의료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각 은행의 질적 양적 발전을 하고 있다. 조직은행을 이루는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개념

이 정립되지 않고는 목표하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대상은 조직은행의 구성원, 실수요자인 의료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사회단

체의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조직은행의 사명과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전문적인 지식의 확보, 효율적인 공정과 모든 과정의

기록, 고도의 책임감 확립 등에 있다.

더욱이 조직의 획득과 처리, 분배의 역할을 할 조직은행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

고 있으나 표준화된 기준과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해서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얻

지 못하고 있다. KAT B가 결성되면 한국적인 실정에 맞는 표준화와 국제적인 인

정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의료기술자와 조직은행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 ) 각 조 직 은 행 간의 연 계

통일된 지침서로 조직관리와 함께 각 조직은행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다면 조직은행 및 술식에 관한 수준 높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로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럼으로써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수와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면 질관리도 용이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조직이식대상자에게 적절한 조직을 분배함으로써 장기간 보관에 따른 조직의 질

저하와 적체를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전국장기조달 및 분배기구인 UNOS에서는 이식후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

- 120 -



하게 함으로써 국내의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뿐만 아니라, 이식술의 실패가 잦을

때 그에 대한 분석을 해줌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5 ) 적정 한 조 직 의 서 비 스 료 의 산 출

조직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직의 분배비용을 어떻게 결정

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와 조직의 구득, 분배, 수술, 사체의 처리, 사회적 영향, 비

용의 효과, 공공정책 등 다각적인 윤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면, 특히 분배에 있

어서는 윤리적 바탕위에 체계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업성을 배제해야 하며, 특히 기증받은 조직으로서 영리를 추

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윤리 문제와 도덕성의 결여라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균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갖춘 설비를 가동하고, 조

직을 처리하는 전문 의료기술자을 고용하며 운영한다는 것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를 차지하고라도 매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필요하다.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국내에서 합리적 비용을

정산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미국의 노스웨스트조직은행에서 냉동건조 피부 1×

5cm에 $35(1998. 7 월 기준), 심장판막 (Aortic valve) $5,600을 받고 있다. 물론

이 가격은 국내에서 3배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러한 가격을 국내의 환자

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정서상으로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

소 외국에서 분배하는 비용보다는 더 싼 가격에 분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직

은행이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채취, 처리, 저장 및 보관, 분배, 사체의 화장비 등의 비용을 정산해 계산해

낸 조직의 분배비는 상당한 고가여서,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분간 조직은행의 운영은 사회기금이나 후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

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은행이 안정성있는 조직을 만

들어내기 위한 연구와 재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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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있는 헌혈사업은 국민들로부터 무상으로 혈액을 기증

받고, 검사하고, 보관하며 혈액을 적혈구, 백혈구, 혈장으로 분리하여 분배하는 과

정에서 드는 비용을 약 1파인트당 2만원 가량 병원으로부터 받고 있어, 전혈을 계

산할 때 약 6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다.

조직의 경우 비용은 혈액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든다. IAEA의 자문위원인

Gyln O Phillips 씨는 투자비용에 약 7%가량의 이윤을 계산하며 서비스료를 받는

다면 조직의 수준높은 질을 유지하며 연구를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의 의견이 아직 국내의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높은 고비

용이라는 것이 조직은행의 고민이다.

조직은행이 선진국과 같이 조직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는 현재 조직이식도 장기이식처럼 재료대가 아닌 처리료로서의 합당한 의료보

험 적용을 폭넓게 함으로 환자는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조직은행은 서비스료

의 정당한 가격을 받아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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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요약 및 결론

많은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조직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그

임상적 성공과 수요의 증가에 있다. 화상 및 재해에 의한 조직의 손실이 입은 환

자에게 궁극적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거나 감염성 질환의 전이가 없으며 이차

소독이 필요 없는 사람 조직의 대체물질이 필요하다.

장기 및 조직이식의 윤리성에 대한 근본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발전

과 존중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장기나 신체조직을 단순하게 고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자체의 육체적· 정신적 조건들이 참되고도 고유한

의미에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무까지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기 및 조직의 기증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해 기증자가 기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의료진

은 환자에게 의료적인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를 추구하는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윤리적 믿음을 제도적으로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 장기 및 조직이식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장기이식법은 생명윤리법 으로서 장기

이식뿐만 아니라 생식의학의 문제, 인체 공학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경향과 장기매매 금지

의 확산은 보편적이지만,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즉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있어서 미성년자나 정신장해자의 동의 능력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여부,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생전에 동의가 없었던 경우 추정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며, 이 문제는 아직

도 논의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장기 및 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

의 범위와 죽음의 정의, 판정기준 등을 포함시켜 생명 존중 사상을 싣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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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을 막기 위한 매매금지, 공정한 분배, 그에 따른 벌칙을 싣고 있다.

문제는 법의 제정이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

나, 수요보다는 장기의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현재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장기의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가 잠재적 장

기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의사를 물어 승락을 얻어내도

록 하는 가족에의 문의 를 법에 추가한 것이고, 둘째,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

를 표시하도록 하며, 세째가 반대가 없는 한 장기기증의사가 있다고 보는 승락의

사표시방식 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다.

조직이식은 19세기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거듭해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한 미국

해군병원의 조직은행 설립으로 근대개념의 조직은행이 탄생되었다. 이제 미국의

AAT B와 유럽의 EAT B 등 연합회를 구성하여 조직은행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

축은 완료하고 안전한 조직을 보급하기 위한 질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임상의 세계적 수준에 비해 조직은행의 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은 조직 구득이 어렵다는 문제외에도 쉽게 조직을 수입하

여 사용함으로써 조직은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음

으로해서 한 두사람의 의욕만을 갖고 시작하기 어려우며, 또한 제도적인 뒷바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을 쓰고 있는 동안 KAT B가 2000년 6월 24일 창립을 하였다. 이제

KAT B를 통해 조직은행의 지침서가 마련되고, 안정성있는 조직을 공급하는데 감

독자의 역할을 하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개발을 하여 전국의 조직은행이

고르게 발전하길 기대한다.

조직은행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

률 에서 제외된 조직이식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와 조직분배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을 정착시

켜 나가는데 전력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제도적 정비는 그 이후의 일로써 적어도

2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KAT B가 전국 단위의 조직은행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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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자체적인 규정과 지침서를 통해 감독하며, 조직이식이 의료보험에 적용시키

는 등의 실제적인 일들을 정립해 나간다면 각 조직은행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동종조직 이식의 가장 큰 제한요소는 기증자의 부족일 것이다. 따라

서 조직은행 술식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대중과 의료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이 될 것이며 학교 교육, 봉사 단체, 종교단체, 대중 교육 등의 동종 조직의 필요

성과 가치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적 연구와 임상적인 노력이 계속 뒤따

라야 한다.

장기채취 팀과 조직은행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표준 술식을 사용함은 곧

전국적으로 동종 이식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동

종이식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증자도 증가하고, 기증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증

자 검사를 위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기증자 검사의 결과를 평가, 분석, 결정하

는 임상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조직은행의 발전은 조직 기증자 확보와 아울러 안전성있는 조직의 공급에

달려있다. AAT B와 FDA의 규정을 최소한 만족할 수 있는 설비 및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조직은행의 발전은 사회적, 경제적, 의학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인 효

과로는 따뜻한 인간애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과 자신감을 회복시킴으로 사회

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이는 환자의 가족은 물론 기증자들의 가족에게도 심리적

위안을 주고, 국가보호대상의 장애자가 아닌 사회 생산자가 됨으로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직수입국이라는 오명을 벗음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막

대한 외화낭비를 줄이고, 환자의 수술비 부담액도 감소됨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배

가된다.

조직은행의 기본업무는 장기 및 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여 우리의 환

자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값싼 조직을 공급하며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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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우리의 사회, 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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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智大學校法學部 硏究者 13名 :臟器移植の法的事項に關すゐ硏究 : 免疫ろくルギ

一等硏究事業(臟器移植部門), 硏究報告書 別冊, 平成 10年度, 厚生科學硏

究費補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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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정관

한 국조 직은 행 연 합회

Korean A s s ociation of T i s s ue B anks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조직은행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s )

라 한다.

제 2조 (소 재 지 ) 본회의 사무국은 대한민국에 둔다.

제 3조 (목 적 ) 본회는 의사나 환자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의 조직은행들과 조직이식의 임상적 적용 및 연

구에 참여하는 자들의 연합체로서 조직은행간에 조직은행(tis sue bank)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이식에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실

용적 적용에 대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 원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조직은행 관리자, 임상적으로 조직이식에 참여하는

의사 및 조직은행에 속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

(2) (준회원) 정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

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

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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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제 5조 (입 회 수 속 )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

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회 승인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회 원 의 권 리 )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조 (회 원 의 퇴 회 )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통해 그 뜻을 제출하여 평의원

회에 통보함으로써 가능하다.

(2) 회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혹은

학회에 참석치 않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사 업

제 8조 (사 업 내 용 ) 본회가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기증 및 조직이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조직은행의 표준운영규정 제정 및 관리

(3) 조직은행의 조직에 대한 자료(data base)의 통합체재의 구축 및 운영

(4) 조직이식에 대한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5)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 발간

(6) 기타 조직이식에 관계된 사항

제 4장 임 원

제 9조 (임 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15명 내외, 간사 1명,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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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임 원 의 직 무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리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

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평의원 :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회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4) 간사 :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5) 감사 :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1조 (임 원 의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최초의 평의원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기가

종료된 평의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간사는 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평의원회(단 최초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자문 위 원 )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에서 추대- 의결한 명예회원 및 본회의 역

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3조 (자 문 위원 회 ) 회장 및 평의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14조 (임 원 의 임 기 )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는 2년을 임기로 한다. 단 일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위원 중 분과위원장은 3년, 기타

위원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 15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제 16조 (총 회 소 집 및 의 결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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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의 1/ 3이상의 요청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

을 거쳐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

라.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마. 기타 필요사항

제 17조 (평 의 원 회의 소 집 및 의 결 )

(1)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 및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된다. 정기 평의원회

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요구 또는 평의원회 위

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이상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조직은행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부칙 제23조)의 제- 개정

나. 분과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결정

다. 회원의 가입 및 자격결정

라. 임원의 선출

마.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바. 예산, 결산심의 및 결정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예, data base 구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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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의원회는 본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능별 위원회(조직은행

운영기준 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홍보- 윤리 위원회 등)를 구성한다. 조직은

행 운영기준 위원회는 조직별(골- 연부, 심장판막, 피부 등)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조직은행의 조직별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의 제

- 개정에 참여한다. 학술위원회는 조직은행관계자의 교육 및 학술대회의 개

최 등을 기획한다. 홍보- 윤리 위원회는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윤리적 제반 문제를 다룬다.

(5) 평의원회는 각 분과에서 토의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직은행 운영규정을 제-

개정할 의무가 있고, 사업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총

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 중 긴급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나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준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즉시 폐기된다.

(6)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의 일시 및 장소

나. 참석자 명단

다. 토의 사항 및 진행사항

라. 평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기타 중요한 사항

(7) 평의원회는 본회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명, 급

여 등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제 18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 총회일 익월부터 차기년도의 정기총회일 월말로

한다.

제 19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년 및 종신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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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각종 회비 금액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장 회 칙 개 정

제 2 1조 (회 칙 개 정 )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2/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8장 부 칙

제 22조 (조 직 은 행의 표 준 운영 기 준 )

(1) 회원 조직은행

조직은행의 책임자나 관계자가 한국조직은행연합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

조직은행은 표준 운영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2) 연합회의 책임

표준 운영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단,

표준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본 연합회는 책임지

지 않는다.

(3) 무이익의 원칙

각 조직은행에서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조직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이

익을 남길 수 없다. 단, 조직은행의 운영(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등)

에 대한 실비(원가개념)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수혜 평등의 원칙

각 조직은행의 공익사업으로 제공되는 조직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신분, 학력, 경제력 등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5) 기록유지 원칙

각 조직은행은 제23조의 세부 지침서에 따른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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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다.

(6) 규정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의료법 및 기

타 관련법에 의한다.

제 23조 (조 직 은 행 운 영 에 관한 세 부 지 침서 )

(1) 세부 지침서는 매 회계 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가 재검토하

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한다. 단, 최초의 세부지침서는 준비위원

회에서 작성한다.

(2) 변화된 조직은행 운영 세부지침

각 조직은행은 제23조(1)의 세부지침서 내용과는 다른 조직은행운영 및

조직처리 과정에 대하여 한국조직은행연합회에 보고하고 검토-의뢰할

수 있다.

변화된 조직은행운영 및 조직처리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뢰

를 받은 회장은 7일 이내에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의뢰한다. 해당 분과위원장은 그 분과에서 이를 검토(법률적 및 학

술적 등)하여 최소 30일 이내에 평의원회에 보고- 의결을 거친 후 그 결

과(승인, 자료보완요구, 연기, 거부, 수정 등)를 문서로 해당 조직은행에

즉시 통고한다. 이 결의 사항은 각 회원조직은행 및 회원에게 알린다.

분과위원회나 평의원회는 그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조직은

행에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조직

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준 용 원 칙 )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시 행 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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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은행 운영 에 관 한 세 부지 침서 는 다 음과 같은 사항 을 포 함하
여야 한다 .

1.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2. 조직은행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및 조직원의 임무와 책임

3.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 획득에 관한 사항

1) 시신기증, 수술장 조직기증 및 뇌사자 조직기증에 대한 사전 검토

즉 조직기증 적절성 및 기증된 조직의 적절성 평가

2) 시신기증 절차

3) 수술장 조직기증 절차

4) 뇌사자 조직기증 절차

5) 조직 채취절차(조직채취 전, 도중 및 후의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시신 조직

근골격계

심장 및 혈관

피부 및 기타 조직

수술장 조직

근골격계

뇌사자 조직

근골격계

심장 및 혈관

피부 및 기타 조직

5. 조직 채취 후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Wet process 조건

Dry proces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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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및 혈관

Wet process 조건

Dry process 조건

피부 및 기타 조직

Wet process 조건

Dry process 조건

6. 조직 보관, 관리 방법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7. 조직은행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8. 조직 등록 방법

9. 조직 분배 방법

10. 기타 조직은행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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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조직은행의 구조 및 운영방안

아래의 사항은 사람의 조직을 이식하기 적합하도록 기증자 선별, 채취, 저장, 처

리, 보관, 분배에 적합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방법은 절대적이거나 대표적인 방법은 아니고 여러 조직은행들

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한계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 기술 및 규칙들은 조직은행을 위한 한국조직은행 규정의 일반적인 지

침을 보충하고 확대한 것이다.

(조 직 과 책 임 )

개 요

조직은행의 편성구조는 분명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조직은행은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와 역사적 연속성을 이루기 위해 전문인원과 운영위원회가 수술 및 처리

과정의 기록을 보존 유지하는 방침을 확립한 기능적 매체여야 하며, 독자적 기관

인지 다른 기관의 일부로 속한 상태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 운 영 위 원 회 (은 행 장 또 는 의 료 감독 ,이 사 들 로 구 성 )

조직은행은 각 분양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정책의 입

안과 허가를 전담 시켜야 한다. 이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라고 부

른다. 의무, 신용상의 책임, 감독의 선정 등의 문제는 이사회 또는 선정된 운영 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 또는 선정된 운영위원회는 조직은행 ( 설비)의 활동범위를 정해야 한다.

만약 조직은행( 설비)이 이사회에 속해있는 기관이라면 조직은행(또는 설비)은 전

문가들 대표하는 의료감독과 관리와 감독에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

문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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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장

조직은행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전문가가 있어 관

련된 모든 업무 및 대내외적인 행사 및 기관에 대해 조직은행을 대표하는 권위가

부여됨과 동시에 조직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술식에 책임이 수반된다. 여기에

는 조직은행에서 규정한 조직은행규정 및 지침서에 따라 어떤 조직을 선택하고

처리하는지를 결정하고 처리과정을 책임지고 조직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수술방법과 조직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지침서를 일정기간 마다 개정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다.

- 의 료 감 독

각 조직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의료인 면허를 획득한 의료감독을 두

고, 이 의료감독은 기증자를 선별하고 그 선별기준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관련 기록들을 확인한다.

의료감독은 기술감독이 이 지침서에 따라 조직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의료감독은 상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감독의 전문성과 풍

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조직의 분배 전에 기증과 수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증자의 기

왕력과 현 병력, 혈청검사 및 각종검사, 부검 결과(수행된 경우) 등과 같이 기증과

수혜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서명해야 한다.

- 자 문 위 원

자문위원회 회원들의 성격이 다양할수록 좋다고 본다. 조직이식과 관련된 흉부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구강외과 외에도 병리학자, 부인과 전문의 등의 의학 및

원자력과학자 등의 기술적 자문과 의료 윤리와 의료법에 대한 의견 및 충고를 각

각의 전문분야의 자문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얻어야 한다.

- 기 술 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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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독은 의료 감독에 의해 임명, 감독되어지며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검사, 보관, 분배를 하는 임무를 맡은 기술감독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 교육,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각 개인

은 할당된 임무와 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

다.

기술감독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그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은 일련의 교육 과정 및 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

여 일정 능력을 유지, 향상하고자 시행된다.

- 최 종 이 식 물 을 위 한 세 균 멸 균 검사

조직 샘플의 세균배양검사는 중요한 조직은행 지침의 일부분이고, 안정된 조직

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세균검사 방법은 조직 처리 시 랏(lot ), 배취

(batch )의 단위에서 수행된다. 또한 개인별 이식 시에 세균배양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멸균상태가 보증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문서가 기록된다: 포

장용기, 기구 등의 멸균 처리과정과 사람, 물, 공기, 기계 및 장비 등과 같은 환경

요소가 무균적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 유 해 한 화 학물 질 소 독 제의 잔 여 물

조직의 멸균을 위해 사용한 화학약품이 잔존해서는 안 된다. 조직 처리시 각

Batch마다 대표 샘플을 뽑아 사용한 화학물질의 잔존량과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

하여야 한다.

- 포 장

포장재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포장재는 저장이나 멸균방법에 따라 고유

한 물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저장하는 동안 해로운 물질이 유리되어서는 안 된

다. 초저온 냉동으로 인해 파손이 되지 않도록 재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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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용기, 기타 다른 포장 용기들의 안전한 밀봉은 적절한 곳에서 시행한다.

만약 최종 포장재의 불량으로 인체조직이 오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인체조직은 폐기되어야 한다.

- 품 질 보 증

조직은행의 규정이나 향후 정부의 규정요건에 적합한 처리 과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서류화되어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최종으로 만들어진 인체조직은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는 관

련 규정에 적합한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처리된 조직을 책임지는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정하여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을 맡겨야 한

다.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특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정 책 과 처 리 과 정 )

- 개 요

조직은행은 각 구성원들의 행동 범위, 책임한계, 보고 체계 등을 명시한 서류를

기록하고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정책과 절차는 의료 감독 또는 선임된 의

사에게 인가되어야 한다.

- 업 무 지 침 (S OP M )

문서화된 업무 지침서는 각 조직의 검사, 미생물 및 혈청검사, 채취, 저장, 처리

과정, 보관, 분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속 추가 될 수 있다.

1. 기왕력을 포함한 기증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표

2 . 시행된 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기증 적합성을 위한 검사와 평가 그리고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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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방법

3.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사용되는 공급 품과 방법

4 . 기증자로부터 최종 인체조직까지 조직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라벨링 및

추적 조사

5 . 조직처리 방법( 각 처리 단계의 제한 시간을 포함)

6. 이식 부작용을 조사 기록하는 방법(발생시 보고 대상자 명시)

7. 저장 온도 및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시약 및 조직의 저장 온도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8 . 최종 의료 상품에 유효기간을 표시

9. 반품시의 기준 및 재분배 기준 설정

10 . 이식을 위한 채취, 준비 및 처리과정에 적용되는 시약, 기구, 장비 등을 위한

품질 보증규정과 관리 절차

11 . 시설관리와 보증을 위한 계획 및 과정

12 . 라벨링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사고 및 오류를 조사

14 . 조직의 분배

- 업 무 지 침 의 개 정 및 보 완

조직은행 지침서는 의료 감독에 의해 해마다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기증 적합

기준 및 이식 부작용 추적 조사와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해마다 파악해야 한다. 더

욱이 기술 및 의학적 처리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서류화 및 적합성이 판명되어

야 한다.

- 문 서 보 관

기록 보전의 측면에서 조직은행은 개정된 처리 과정과 라벨링을 영구적으로 보

관해야 한다. 이 기록들은 처리 과정의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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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은 행 직원 들 의 절 차 인 지 및 이 행 .

조직은행 직원들은 업무지침(SOPM )을 암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언 급 된 절 차의 이 용 가 능성 .

논문 등으로 발표된 절차는 복사하여 조직은행(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정밀 검 사 를 위한 절 차 방안 서

정밀검사 절차 방안서는 가능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만든

다.

(기 록 )

- 일 반 적 인 고려 사 항

1. 조직은행은 기증자 검사, 복원, 저장, 처리과정, 보관, 분배, 그리고 가능한 수

혜자에게 이식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별

첨-수혜자 기록지>

2.기록은 각 조직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처리과정, 날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기록의 수정은 함부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수정한 사람의 이름, 날짜, 수정

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 고 려 사 항

1.기록은 설명 및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록은 특정조직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3.기록은 조직 단위에 사용된 용액의 lot수를 측정하는데 유용해야 한다.

4.기록은 조직 유효기간 후 약 10년간은 보관되어야 한다.

5.기록은 이식에 의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증자를 즉시 구분해야 하

며 각 조직의 성상을 표시 한다. 기증 데이터는 다른 조직 은행과 교환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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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류의 결과는 서류화되어야 한다.

- 기 증 자 정 보

적절한 기증자의 선별은 기증자 가운데서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선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기증자 의 획득과는 다르다. 이식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2차적인 질병을 막고, 생리적으로 적합한 동종조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증자에 관한 정보는 의사가 이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됨으로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보관되어야 한다.

1.기증자 정보는 일정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 기관으로 조직 분배가 되기

전에 의료 감독이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재조사 판정, 서류화해야 한다.

2.기증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적정한 기록 보안 장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3.기증자 정보 기록 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증자의 기왕력, 사회력, 가족력, 유용한 혈청 검사, 신체 검사, 사망시간,

날짜, 부검이 수행된 경우 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모든 서류는 복사해서 보관한다. 또한 조직 동의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장

기 또는 조직이 채취된 경우도 그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3) 기증자 선별의 문제점 파악

4) 조직 채취 기록 및 채취시의 문제점 기록

5) 채취 장소, 시간, 날짜, 건강 기록 조사

6) 혈청학적, 세균학적 검사

7) 조직 취득시 사용된 용액의 lot number

- 조 직 처 리 과 정 , 보 관 , 분 배 및 품 질 보 증 기 록 문 서

기록은 각각의 단계별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a) 조직 처리 기록

1) 처리 과정을 수행한 사람, 검사와 재검사의 결과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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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과정을 수행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 시간

3) 최초 처리 책임자의 서명을 포함한 라벨링

(b ) 저장 및 분배기록

1) 폐기 조직을 포함해서 각 조직 단위의 분배

2) 분배 전에 처리자의 이름이 명시된 서류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용기 및 포

장에 시행되어야 한다.

3) 저장온도 및 초기 온도 기록지 포함(담당자의 서명 포함)

4) 회수된 조직이 저장 온도에 민감한 경우 온도 기록지가 포함

(c) 품질 보증 기록

1) 입증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점검한 기록자 서명

2) 조직 이식 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 등이 추적조사 결과와 함께 포함

3) 소독 방법, 날짜, 노출 시간, 온도 명시

4) 공급업체의 이름, lot number , 유효기간, 수령 날짜

5) 장비 관리 기록

- 조 직 의 식 별 기 록

처리 동안에 만들어진 조직 단위에는 조직 분배 등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추

적조사가 정밀하고 명백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고유 번호를 지정한다.

예) 99- 5(99: 기증 연도, 5: 당해에 기증된 순번)

(기 증 자 정 보와 조 직 채취 )

- 비 밀 유 지

기증자 및 수혜자의 개인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 조직은행간에는

기록 교환이 가능하다. 기증자의 기왕력, 병력 상태, 조직 처리 과정은 기증자 정

보의 기밀성 유지에 위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식을 하는 의사에게 제공하여

유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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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 및 보관 기 록 목록

처리, 비처리, 폐기 조직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직 저장의 기록은 처리되

거나 미처리된 조직 모두의 주위 환경적 요인도 표시되어야 한다.

- 기 록 보 존

모든 기록은 조직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 10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나 . 안 정 성과 주 위 환경 조 정

- 안 정 성

1. 직원에게 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교육

2.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학적 위험의 예방책

3. 간염 백신은 혈액이나 조직액에 노출되는 직원의 경우 접종하게 한다.

4. 모든 직원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지침서를 주지, 기록

5. 모든 직원에게 전염성 질환에 노출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행

한다.

U niv ers al Prec aution

1. 모든 건강 관리자들은 혈액이나 체액과의 접촉이 예견될 때는 피부와 점액성

막의 노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혈액이나 체액, 점액

성 막 또는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만지는 작업이나,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정맥 천자나 다른 혈관 access작업 등을 수행할 때는 장갑

을 착용한다. 각 환자나 기증자에 대한 업무가 끝나 다른 환자나 기증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장갑을 교체한 후 시작한다. 혈액이나 체액들이 작은 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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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튈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점액성 막이나 입, 코, 눈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와 눈 보호대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다. 가운과 apron은 혈액이

나 체액들이 흘러내릴 수 있는 작업 수행 시에 착용한다.

2. 손과 피부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즉시 깨끗이 씻는다. 손은 장갑을 벗고

씻는다.

3. 모든 건강 관리자들은 작업하는 동안 주사바늘이나 메스 그 밖의 날카로운 기구

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사용된 기구들을 소독할 때와

주사 바늘을 폐기 할 때, 기타 날카로운 기구들을 다룰 때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오염된 주사바늘에 긁혀 상처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사바늘은

재생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용된 주사바늘은 손으로 구부리거나 파괴하여 폐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사용된 주사바늘과 주사는 폐기하고 그 외의 날카로운 도구

들은 puncture- resistant - container에 넣어 둔다. puncture- resistant - container는 사

용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놓아두고, Large- bore reusable needle(구멍이 커서 재사

용하는 바늘)은 puncture- resistant - container에 넣어서 재처리하는 곳에 옮겨둔다.

4. HIV가 타액으로는 전염성이 없다 할지라도, 구강 대 구강법의 인공호흡,

mouthpice의 사용, 인공호흡 백이나 다른 인공호흡 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 HIV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5. 피부에 상처가 있는 관리자들은 상처가 나을 때까지 직접 환자를 간호하거나

환자 간호 물품을 다루는 일들을 자제해야한다.

6. 임신한 관리자들이 임신하지 않은 사람보다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더 큰가에

대한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감염된 경우에는 뱃속의 태아 또한 에이즈

에 감염되므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

적인 접촉은 피한다.

- 응 급 상 황 및 사 고 발 생

응급상황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 감독에게 보고하고 문서 작성을 하

고 의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단계별로 해결책과 수습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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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염 성 질 환

전염성 질환에 이환 된 기증자로부터 공급된 조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소각, 폐

기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에 이환 된 조직을 다루었던 기구나

장비는 멸균 및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가 이루어

져야 한다.

(관계법령: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법률. )

적출물 처리에 관한 규정.

- 폐 기 물 처 리 방 법

폐기물은 적출물 처리규정 에 의거하여 조직은행 인력과 환경에 유해의 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설 비 및 장비 )

(a) 각 조직은행은 다음을 위해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분배 가능한 조직과 분리하고, 분배 가능한 조직으로 판명되지 않은 조직

은 격리하여 일정한 공간에 보관한다.

2) 오염을 방지에 적절한 처리, 보관, 분배장소

3) 최종 의료상품의 포장,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장소

(b ) 조직은행은 적절한 조명과 환풍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c) 조직은행은 각각의 구성원들을 위한 적절한 청결도와 시설 편리가 이루어져

야 하며, 방문객과 스텝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한다. 배수관은 적절한

크기로 배수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무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역류

되어 넘치는 일이 없도록 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 환 경 감 시 프 로 그 램

각각의 시설물은 최소 일년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정기 환경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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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무생물 미립자 공기 샘플, 공기 중 박테리아 함량 측정, 작업대 표면 세

균배양이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은 설정치 보다 높은 오염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

즉시 조정에 들어간다.

- 장 비

(a) 장비는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에서 조정되고 제

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작동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b ) 조직의 저장용기나 포장용기를 포함하여 조직의 채취, 처리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며, 재질은 무균적 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장 비 관 리 기 록

조직 처리, 저장과 관련된 모든 장비는 수리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 조 직 보 관 방 법

(a) 조직 저장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해마다 장비 검사 및 온도 조정 등이 측정,

검사 되야 하며 이 기록들은 품질 보증의 일부로 보관되어야 한다. 냉동조직의 보

관에 사용되는 장비는 40도 이상으로 온도의 상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점검 기록

지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보관된다.

(b ) 매일 조직 냉동고 및 그 외의 온도계 부착 장비의 온도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기록, 보관되어져야 한다.

(c) 문서화된 과정으로 일정 허용된 온도의 범위 내에서 조직이 보관되고 있음

을 기록하여야 하고 정전이나 그 외의 냉동고 파손의 경우와 같은 사고 그 밖의

냉장, 냉동고의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겼을 경우 대체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

다.

- 안 전

조직은행(설비)은 안전 기록과 조직의 목록화 그리고 관계자 외의 사람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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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람, 기구, 장비 등을 배치한

다.

다 . 조 직의 채취

- 일 반 사 항

시신 또는 생존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는 과정에서 조직은행(설비)과 사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기증자 확인과 조직 채취와 기증 동의를 얻는 방법

등 채택된 절차는 헌법과 법률 등의 모든 관계 법의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논

되어져야 한다.

- 동 의 서

장기등 이식에 관련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규정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생 존 자 동 의서

뇌사자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조직기증 동의서 를 받으며, 시신 기증자와 같이

기증 적절성 평가 기준과 기증 제외 기준이 적용된다. 혈청 검사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동의를 얻고, 양성 반응은 본인과 가족에게 통보한다.

- 시 신 기 증 자 기 증 동 의서

(a) 사체로부터의 조직 채취의 허가(시신 기증자의 조직 기증 동의서)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족으로부터 얻어지며, 얻어진 동의서는 반드시 문서

로 기록하고 채취에 동의한 조직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

(b ) 시신기증자의 조직 기증 동의서는 법률상의 친족 순위 중 가장 측근의 친자

로부터 받아야 한다. 조직 기증 동의서는 유족에게 기증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받아야 한다. 조직 채취자는 기증자나 유족들이 기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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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데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46).

(c) 동의서의 조직은행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 기 증 의 절 차

살아 있는 자가 조직기증은 앞에서 거론되었듯 수술시 제거되는 심장이나 뼈

등임으로 병원의 코디네이터나 의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

직은행에서 처리, 보관하였다가 환자 본인이나 타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다. 사체

기증으로 시신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증의사를 장기기증운동

단체에 기증 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와 유가족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도 조직은행은 유가족으로부터 재차 조직기증 동의서를

받는다. 이때 각막기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9조 2항 1

호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연락해야 한다47).

- 기 증 과 관 련된 비 용

기증자나 그 유가족들은 조직 채취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기증을

위한 금전상의 권유나 상품, 기타 일체의 서비스를 생존 기증자나, 기증자 유가족,

그와 연관된 단체에 제공하지 않는다48).

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유족의 범위등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를 유족으로 한다. 1.배우자 2.성인인 직계 비속 3.직계 존속 4.성인인 형제, 자매

② 이 법에 규정된 유족의 동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유족이 1인
일 경우에는 1인 )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하고, 제 1항의 각호의 앞선 순

위의 유족의 의사가 우선한다.
47) 조직기증은 이 각막적출 여부나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5월 현재 각

막이식은 권역권에서 각막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권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각막적출병원과 이식병원이 달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00년 5월 1일 이루어진 조직기증자(67세, 남자)는 각막적출 병원과 적출장

소를 놓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가족들과의 약간의 갈등

이 있었다. 결국 조직은행에서 시신을 각막을 적출할 A병원으로 옮겨주어 각막이

적출되었고, 이 과정중에 조직은행은 4시간의 시간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48) 그러나 간혹 기증자가 중환자실에 있을 경우 혈액채취 및 검사를 병원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조직은행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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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적 인 기증 자 선 별 범위

기증자의 신체 검사, 혈청학적 검사 및 세균 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

로 기증 적절성을 평가한다.

(a)기증자로 선별된 경우 엄격한 검사를 통하여 악성 종양(아래 제외 기준 참

고), 전염성 질환 등에 이환 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어야 한다.

(b ) 기증 적절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 수렴된 의견과 결정 사항은 기증자 기록 지에 기록하여 보관

한다.

(c) 기증자의 의학적 병력지를 조사한다. 의학적 병력지와 함께 기증자의 사회

적/ 성적인 생활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인터뷰용지를

사용하여 생존기증자와 면담하거나, 시신 기증자의 경우에는 유족이나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과 면담을 실시한다.

- 기 증 제 외 범 위

기증 적절성 평가 기준은 전염성 질환과 종양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 한 것이

다. 조직 채취 시 기증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병력지, 물리적 검사, 혈청 검사나 세균 검사, 부검 등에서 급성 감염의 증거

가 명확한 경우

2)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단, ①피부에 발생한 기저 세포암 ②자궁암 ③원발성

뇌종양 ④그 외 의료감독이 승인한 경우에는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예 : 연구용일

경우)

3) A형 간염을 제외한 바이러스 질환과 매독,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 자가면역질환 환자. 단, 자가면역질환의 영향이 극미한 것으로 의료감독이 승

인한 경우에는 기증을 받을 수 있다 .ex ) Childhood Rheumatic Fever

5) 채취된 조직에 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

6) 원인 불명의 혈청학적 병변이 있는 경우

7)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병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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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 ex ) 노인성 치매

9) HIV 에 감염이 의심되는 자.

(FDA, CDC, United State Public Health Service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부록

III 참조)

10) 혈우병, 익사자(세포가 파괴됨).자살한 사람, 머리가 터진 사람 등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이 오염되거나 파괴된 사람.

- 생 존 기 증 자 기 증 적 절 성 평 가

생존기증자의 경우에는 시신 기증자의 기증조건 중, 기증 제외 기준을 고려하여

기증 적절성 평가를 시행한다. 생존기증자에게서 기증된 조직은 채취 후 최소 180

일이 지난 후 HIV 와HCV Ab의 검사를 재실시하여 기증 적절성 평가를 내린다.

HIV 와HCV Ab의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이식을 위해 분배해도 좋다.

≪참고≫ 골수 이식은 제외한다,

- 기 증 자 의 나이

조직 이식 할 때 기증자의 연령을 고려하기는 하나 연령으로 인하여 기증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의료감독이 기증자 연령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증 적절성을 결

정한다. 신체 구조를 지지하는 이식을 위한 근골격계 조직은 골원성 병변

(Osteogenic disorder )이 없는 조직을 기증 받아 채취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의

경우에는 50세 이하, 남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 기증을 받는다. 골간단과 골단을

신체 구조를 지지하는 이식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할 때는 골단 가까운 곳을 채취

한다.

일반적으로 기증자는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연령 제한은 건, 피부,

뇌막의 이식을 위한 기증에도 적용된다.

체중 비부하의 조직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다음은 한국조직은행의 각 조직 별 연령 제한범위 기준표이다.

<American Red Cross Nationwide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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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종류 연령 하한선 연령 상한선

피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심장판막 신생아 50세

심낭(Pe rica rdium) 14세 50세

체중부하뼈(여자) 14세 50세

(남자) 14세 60세

결체조직체중비부하뼈와
결체조직

제한없음 제한없음

체중부하결체조직 14세 50세

늑연골 14세 40세

생존관절 14세 35세

하악골 14세 제한없음

혈관 14세 제한없음

- 채 취 시 간 및 장 소

조직 사용에 적합한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취 및 저장까지의 시

간이 중요한데 채취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시신은 2- 10도의 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실온에서 시신이 보관되었다면 15시간 이내에 채취되어야 하며

사후 12시간 안에 냉장 보관되었다면 24시간 안에 채취되어야 한다. 무균적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Laminar Flow/ Hepa filter s하에서 시행하며 무균적 공기 여과

장치 등이 포함된 Class1000상태를 제44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

좌, 1999.유지하고 무균 수술복을 착용해야한다. 또 한가지의 경우는 clean system

으로 멸균 상태는 아니나 세균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 예는

시신 안치실, 장례식장, 준비실 등이 있다.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곳은 수술대와

수술 기구대, 멸균상태가 아닌 곳은 벽, 바닥, 무영등 및 드레핑 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 채 취 과 정

찰과상이나 손상이 있는 부위의 피부는 피해야 한다. 팀이 나뉘어 채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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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각각 준비, 드레핑 되어야 한다. 같은 팀이 채득한 경우 모든 과정에서 오

염의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다. 절개선은 동, 정맥을 피

해서 한다.

피부의 세척, 드레핑은 중요하며, 또한 테크니시언의 올바른 수술복 및 장갑의

착용은 수술 진행 중 지속되어야 한다. 사지와 서혜부의 인접한 부근에서 뼈를 채

취하는 경우는 면도가 필요하다. 손과 발에는 인접 부위의 뼈를 전부 채취하는 경

우는 버팀목이 필요하며 타월로 서혜부를 꿰매어 주고 중요 신경 및 혈관계를 피

하여 접근한다.

- 복 원

외형을 심미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사지의 길이와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

재가 이용되고 레진 등을 이용하여 무릎, 관절부 등을 복원하고 하악골과 두개골

등은 모형을 만들어 채취부위에 넣고 꼼꼼히 봉합한다.

라 . 라 벨링

분배된 조직과 그 처리과정을 설명해주는 조직번호와 측정단위가 명시되어 있

다.

- 라벨 링 의 일 반사 항

(a) 라벨링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처리 과정들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

다.

(b ) 라벨링 작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라벨링 시 조직의 동일성 확인과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2) 라벨링 작업시 점검 절차는 검사 결과들을 용기 라벨에 옮길 때 생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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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c) 라벨링은 정확하고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워야 한다.

(d) 라벨에는 조직분배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조직 정보와 관계없는 내용과 애

매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용 기 라 벨

용기 라벨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a) 조직명

(b ) 조직은행(설비)의 이름과 주소

(c) 조직번호

(d) 보관 조건에 대한 추천 사항, 보존제 또는 항생제의 사용 여부

(e) 멸균 여부와 그 방법

(f) 부피, 무게, 수량, 크기

(g ) 유효기간

- 이 동 포 장 라벨 링

(a) 포장 라벨은 수송포장과 관련이 있다.

(b ) 수송 포장라벨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분배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배달지 주소

3) 인체조직이라는 표시

4) 보관 조건

5) 취급시 주의사항

국제 선적을 위한 라벨은 수신 국가의 우편 형식에 맞춰 명기한다.

- 수송 포 장 의 상태 보 전

포장재료는 조직 용기의 멸균과 보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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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마 . 분 배

- 조 직 분 배 기록

(a) 조직 분배 기록지에는 조직종류, 조직번호와 분배일, 목적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b ) 다른 조직은행(설비)의 조직을 운반하여 분배할 때는 조직을 가져온 원 조

직은행에서 첨부된 서류들을 조직과 같이 분배하고 완결된 후에는 원 조직

은행(설비)에 돌려 보낸다.

- 분 배 기 록 지와 영 수 증 : 과 정 과 기 록

(a) 이 과정은 각 조직의 분배 기록지와 영수증에 의해 조직의 회수가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b ) 분배 기록지에는 최종 조직 인수자와 성명, 주소, 분배일, 분배량, 조직번호

를 명시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조 직 이 식 자 기 록 지

조직이식자는 분배된 조직과 관련된 수술의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지는 이식 환

자의 이름, 이식수술기관, 조직번호와 종류, 이식수술시 이식집도의, 수술기록 등을

기록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 식 부 작 용 기 록

(a) 조직기증 또는 이식의 결과로서 발생되어지는 각 조직들의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보관한다. 보고된 이식 부작용에 대한 조사(결

과와 추적조사 포함)를 준비하고, 이식 부작용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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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하고 보관하며 의료감독이 재조사한다.

(b ) 이식할 조직의 내구성, 품질, 동일성에 관련된 구두 불만과 기록들을 재조사

하고 평가하며 기록으로 보관한다.

(c) 상처, 사망 또는 안전사고에 속하는 불편사항은 즉시 재조사되고 평가되어

야 하며, 의료감독이나 책임자가 조사한다.

(d) 조사에 관한 기록지는 조직의 이름, 조직 번호, 불만 신고자 명, 불만내용,

조사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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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development of the transplantation technology of human tissues along

with the 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has made many patient s with a burn

or with a loss of bones recover or substitute some of the body parts , and this

new s became a great boon to those patients . T his unbelievable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been accomplished with all other social progress and it also

should continue to follow this step.

In other countries , the society gives an acknowledgement concerning on not

only the humanitarian issues but also the medical issues related to the

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and tissues. While a respect for the donor ' s

individual right s and dedication and a valuable sense of mission for rebirth to

the donor were given to the family of the deceased, the value of the

transplantation of human tissues was reevaluated by relating the medical

technology to the social is sues. In this view , the conflict between the ethical

dilemma and medical progress has occurred and it eventually became a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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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problem s.

For last 50 year s, the technology , medical practice, and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were expanded continuously as the demand of the

transplantation has increased. However , the Korean tissue banks was poorly

develop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procurement , recovery , storage, and

distribution of the tissue, so they depends on the supplies from other countries

mostly . Since the Korean tissue banks started later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tissues were excluded in the new T he T ransp lan tat ion of H um an Org ans

A ct, the development of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 banks

has a lack of systematic protection and governmental policies . T herefore, in

this study , I tried to find the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issue banks

since the activities and functions of the tissue banks are very much demanded

with the medical development at each univer sity and hospital.

T his study fir st examined the ethical and legal issue in the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s,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issue bank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T hen, the ideal structure and standards

for safe processing of the tissues was considered in order to make these tissue

banks work .

T 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s:

1. T he decision - making for th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s

should be obtained with the informed consent , based on the respect for

autonomy. Without any outer influences, the individual decision should be made

what they want to do with his own will and action . T herefore, the inhu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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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such as the trade of the tissues, should not be done in the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s

2. T here are many legal problem s raised in this issue. In the management of

the tissue bank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how they obtain and preserve

the safety and high quality of the tissues. As mentioned earlier , since th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s were excluded in the newly

established law , the tissue banks should establish self- regulations and

guidelines as well as self- licensure and control system by them selves.

3. T he self- licensure system and control system can be managed by

establish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T issue Banks (KAT B). T he professional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will make a network as a committee members to

establish the unified guidelines for management and control of each tissue

bank.

4. T he tissue banks and physicians assumes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regarding to the clinical use of bank tissue. T herefore, the legal liability of the

tissue banks and physicians is limited solely to proper quality control, donor

identification , and harvest/ storage techniques . However , it show s that any

banks or physicians that performed the improper application of the

transplantation of the tissues will be responsible or liable according to T he

T ransp lantation of H um an Org ans A ct.

5. T he issue of how the tissue banks charge for a service that they have

provided, such as the procurement , recovery , storage, and distribution of the

tissues , has yet to be concluded in this study since the cost is too high. T he

- 162 -



immediate suggestion is that the insurance coverage for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transplantation of all tis sues in order to minimize the patient ' s

burden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tissue banks an research

activities .

6. T he key issue of the tissue banks is how to obtain the tissues . T his can

be achieved by activating organ donation program s, advanced directives ,

advertising , and clos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

Since the Korean tissue banks are established very recently , it would require

a lot of work to achieve the high quality of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banks at the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ies. However , because the great need

for medical services in Korea and the increased of import s of the tissues , we

cannot continue to delay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tissue banks. T he

great effort s from all related fields should be put on making the tissue banks

mor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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