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운전 면허 교실의 교육 내용 중에 장기, 각막, 조직 

기증에 관한 주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 나이대의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 각막, 

조직 기증 등록을 희망하는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장기 및 조직 기증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증을 선택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역 장기 회복 단체인 LifeCenter 

Northwest 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정보들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LifeCenter Northwest 는 연방 정부가 우리 주에 지정한 장기 회복 단체이며 

워싱턴과 몬태나의 온라인 기증자 등록부를 관리합니다. 

• 상해 환자가 입원하면 의료진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 장기 기증은 흔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장기가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도 채 안 됩니다. 

• 장기 기증자 한 사람이 최대 여덟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각막과 조직 기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대부분의 주요 지역들은 기증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증을 타인에 대한 

최종적인 사랑과 관용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장기, 각막, 조직 기증 시 기증자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기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증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실제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LifeCenter Northwest 는 기증의 전 과정에서 가족을 

지원하며 기증받은 생명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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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가 되고 싶고 기증을 결심하셨다면 본인의 선택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각막, 조직 기증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기증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ifeCenter Northwest 웹사이트(www.lcnw.org)를 

방문하시거나 1-877-275-5269 로 전화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114,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이 달린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사람들 중 매일 평균 20 명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눈, 조직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이 있다면 그 희망에 대해 대화를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cnw.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