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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young adult donors’ experiences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Methods: A phenomenologi-

cal research method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two women and six m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November 25th, 2019 to June 10th, 2020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s: Five theme clusters ex-

tracted from the young adult donors’ experiences were painful decision of a liver donation, the agony of both mind and body that over-

powers youth, the bitter and bare face of reality that a young donor encounters, feeling the power of love that fills up the space of the 

organ removed, and liver donation becoming priming water for maturi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deeper under-

standing of the lives of young adult donors who have experienced unexpected difficulties as well as self growth from the do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can be of use for developing and applying customized nursing interventions for management before and after 

liver donation among young adult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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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및 절제 불가능한 간 세포암 환자의 표준 

치료법으로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는 뇌사 간이식과 생존 기증자

의 간을 기증받는 생체 간이식으로 구분된다[1].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관리센터의 통계 연보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간

이식 1,579건 중 뇌사 간이식은 391건, 생체 간이식은 1,188건이 시

행되었다[2]. 생체 간이식은 뇌사 간이식에 비해 시행건수가 많을 뿐

만 아니라 생존율에 있어서도 뇌사 간이식 85.1%, 생체 간이식 

91.4%로 생체 간이식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나타내며 대기자의 수

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특히 우리나라는 뇌사 기

증자의 절대적인 수적 부족으로 서양 국가보다 생체 간이식이 상대

적으로 활성화되어 전체 간이식의 약 75.2%에 달하며[2]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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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기증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도 시행되고 있다[3].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강한 신체 장기의 

일부를 적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 기증자는 의학적 문제 소

견이 없는 건강인으로 이식을 위해 자신의 간의 65%~70%까지 기

증한다[4]. 그러나 기증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체 간이

식 기증자는 수술 전 장기 검사와 더불어 수술 후 건강상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며 회복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료적, 경제적 비용들을 

부담해야 한다[5]. 장기 이식 시 수혜자의 경우에는 치료 방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치료 과정으로 장기이식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요양

급여 대상이지만, 기증자는 기증 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만 소급 받는다[6]. 생체 간이식 수술 술기의 발전으로 수혜

자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경우에는 의료 혜택은 없

고 오히려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7]. 또한 수술 방

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기증자들은 대부분 퇴원 후에도 다

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후유증을 경험하므로 전반적인 삶의 질

을 위협받는다[8]. 실제로 뇌사 장기기증이 활발한 서양에 비해 많

은 간이식을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생체 간이식이 인구 100만 명 당 

19.93명으로 미국(1.14명), 스페인(0.4명), 독일(0.7명)보다 압도적으

로 많고[2],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혈연관계의 장기기증이 대

부분이다[9]. 따라서 기증자 개인의 의사만으로 기증이 결정되는 서

구 사회와는 달리 가족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장

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0]의 특성과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도의를 

우선시하는 유교적 풍토에 기반한 가족 중심 문화 속에서[11] 간 기

증자의 경험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생체 간이식을 위한 기증자 선정에서도 장기 등의 매

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증자는 간 기증 전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정신과 전문의 상담, 기증자의 기증 동기와 

기증 결정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정부 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다[12]. 생체 장기기증 관련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의 생체 간 기증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18~55

세 사이의 건강한 지원자를 기준으로 대부분 우엽 절제를 시행한다

[10]. 기증자들은 직계비속, 즉, 수혜자의 자녀가 68% 이상을 차지

하고 평균연령은 32세이며 이 중 20~30대의 연령군이 전체 기증의 

약 60%를 차지한다[2].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청년으로 정의

하는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에 따라 다수의 기증자들이 청년층에 속

함을 알 수 있으며[13], 이러한 청년의 간 기증자의 경험에 대해 집

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식의 도리로 

장기기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14] 기증 후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협과 더불어 크고 뚜렷한 흉터를 안은 채 변화된 상

황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체 간 기증자에 대한 이해와 중점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12]. 

기증자 본인의 질병이 아닌 타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건강한 기증

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생체 간 기증의 특성을 감안할 때[15], 청년 

간 기증자의 발달과업인 학업, 군복무, 취업, 이성교제와 결혼, 사회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생체 간 기증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국내외 의료진이 보고하는 

합병증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 증상 외에도 이식 후의 우

울증과 근심 등의 정신적 증상, 기증 후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

지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을 동반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12]. 

하지만 생체 간 기증자들을 위한 간호는 입원 기간 동안의 생리적 

간호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6]. 또한 간 기증 수술 후 합병증과 

퇴원 후 생활, 회복 기간 및 관리가 의료진의 짧은 설명으로 대체되

는 등 기증자들은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어려움을 해

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생체 간이식과 관련된 양적연구는 대부분 수혜자 중심의 의학 연

구들이며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삶의 질[7,14,17], 합병증[18,19], 수술 후 통증 특성 및 재

원 기간에 대한 영향요인[20], 상담 및 교육[21], 생체 기증자 간이식

에 대한 의학적 술기[1,22]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연구들

은 참여자의 주관적인 기증 경험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놓쳐버리기 

쉽고, 인간의 경험과 같이 개별적이고도 다양한 상황들을 통계 분석

으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체 간이식에 대한 국내외 

질적연구로는 생체 간 기증자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23,24],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생존 장기 기증자 지원

체계와 생체 간이식 기증 경험의 탐색적 조사연구[8,15] 등이 수행

되어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생체 장기기증과 관

련된 포괄적인 삶의 경험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여러 연령층의 간 기

증자와 다양한 장기의 기증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생체 

간이식 기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 청년 간 기증

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생체 간 기증 청년들이 우리나라 가족 중심의 기증문화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당면한 발달과업

과 심리사회적 경험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그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가 인지하거나 해석한 생생한 경험에 초점

을 두며, 그들의 의식 세계를 실재하는 세계로 바라보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25] 본 연구의 목적에 유용한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Colaizzi [25]의 분석 방법은 청년 생체 간 기

증자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속성 및 주제(theme)를 도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경험을 진술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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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26]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의 경험을 기술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간호중재를 개발하

는 데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기증 

경험에 대한 주제를 도출하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가족에게 간을 기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기증자로 인지장애가 없고 면담이 가능한 대

상자로 하였다. 일개 대학병원의 간담췌외과 전문의와 장기이식 코

디네이터 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생체 간 기

증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해 줄 청년 대상자를 추천받아 목적적 표집

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

게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와 관련된 익명성 보

장과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유출

되지 않도록 필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코드화하고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할 것이며, 기록을 위해 면담 내용

이 녹음될 것과 녹음된 파일은 연구자만이 관리할 것임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 후 서면 동의를 받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또한 전화 또는 SNS를 통한 후속 면담의 경우, 전화 면담은 참여자

의 목소리로 참여 동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SNS 면담은 비밀유

지를 위해 연구자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패스워드를 지정하여 연구자

만이 관리하고 자료는 한글 파일로 옮긴 뒤 복구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상

품권을 제공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개별 심

층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담은 간 기증 후 회복 중인 참여자의 

편의에 맞게 참여자의 집 근처나 그들이 원하는 편안한 장소로 방문

하여 진행하였다. 개인 심층면담의 소요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20분 정도였으며 횟수는 개인당 1~3회 실시하였다. 한편, 자

료수집 중에 발생한 COVID-19로 대면 면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면담은 전화 또는 SNS를 통해 진행

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으며 “청년 생체 간 기증자로

서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자유로운 답변을 돕고, “생체 간이식 기증자로 

결정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간 기증 전과 후를 비교하

였을 때 삶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등 그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

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

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

였다.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뿐만 아

니라 몸짓, 표정, 시선, 행동 등을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다

음 면담 시에 질문하여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4. 자료분석

Colaizzi [25]의 분석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

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 모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

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

적으로 진행하였고, 필사된 자료는 Colaizzi [25]가 제시한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기증 경험에 대한 개별 

심층면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여자의 간 

기증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둘째, 연구자는 필사된 

면담 내용을 읽으면서 청년 생체 간 기증과 관련된 경험 중 의미 있

는 문장이나 구절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추출된 문장이나 

구절들로 이루어진 진술문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넷째, 연구

자는 구성된 의미들을 비교하면서 11개의 주제들을 도출해내고 비

슷한 주제들끼리 모아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총체적인 경험이 드

러나도록 더욱 추상화된 5개의 주제 모음(theme clusters)을 구성하

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와 이를 잘 반영하는 참여자의 진술을 직

접 인용하여 총체적인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의 경험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기술된 주제 모음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 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도출된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는지 확인하였고, 
현상학적 질적 분석의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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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 [27]이 제

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높여 연구의 질을 확

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내용의 누락이

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자는 매 면담이 종료된 후 각 참여

자와 면담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 세 명에게 필사 내용

과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최종 분석결과가 참여자들의 체험을 충실

히 반영하는지 참여자 검증(member check)을 거쳤으며, 연구 결과

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적합성의 충

족을 위해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을 순환적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

은 청년 생체 간 기증자 2인에게 연구 결과를 읽어보게 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

였다. 감사가능성의 충족을 위해 연구자는 Colaizzi [25]의 연구 방

법과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자 1인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

반과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

로 확증성은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립함으로써 편견을 줄

이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획득될 수 있었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분

석에서는 연구자의 가정과 해석을 괄호치기(bracketing)하며 연구자

의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일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10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 중

이며 간 기증을 하기 위해 수술 대기실에 입실한 청년 생체 간 기증

자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자 대화를 나누면서 기증과 관

련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

는 건강인이었던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이 간이식 수술과 기증의 전

반적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간호요구를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 능력 신장을 위

해 박사학위 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론, 질적연구 분석론 교과를 이

수하며 질적연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기초를 다졌으며 질적연구 

학회에서 주최하는 질적연구 방법론 워크숍에 참석하여 질적연구의 

실제와 방법론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20년에

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노인 암 환자의 질병 경험과 

노노 케어 사업 참여 노인의 돌봄 제공 경험에 대한 연구를 동료 연

구자들과 함께 수행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7. 윤리적 고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 IRB 2019-0077)

을 받았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8명의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이며 평균연령

은 26.4세로 최저 21세에서 최고 34세였으며 20대 7명, 30대 1명으

로 구성되었고,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이었다. 이들의 최종 학력은 

고졸 3명, 대학 휴학 2명, 대학 중퇴 1명, 대졸 2명이었으며 직업은 

직업은 직장인 5명, 학생 1명, 무직 2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2

명, 미혼 6명, 수술 후 경과기간은 평균 23.1개월로 최소 6개월에서 

최고 37개월이었으며, 수혜자와의 관계는 8명 모두 부모 자녀 관계

였다(Table 1).

Colaizzi [2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5개

의 주제 모음으로 통합되었다(Table 2).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 모

음은 ‘간 기증이라는 결정의 진통’, ‘젊음을 위협하는 심신의 시련’, 
‘힘겨움을 안고 마주하는 청년 기증의 시린 민낯’, ‘떼어준 자리를 채

우는 사랑의 힘을 느낌’, ‘성장의 마중물이 된 간 기증’이었다. 

1. 주제 모음 1: 간 기증이라는 결정의 진통

이 주제 모음은 급격한 건강의 악화로 죽음의 문턱에 선 부모 때

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참여자들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생체 간이식이라는 이야기를 의료

진으로부터 들은 이후로 간 기증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참여자들

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간이식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결정을 하였고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책임감이 뒤섞인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경험을 하였다. 이 주제 모음에는 생체 간 기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계기와 이로 인한 참여자의 고통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

으며 ‘생사의 기로에 선 부모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 ‘간 기증 

준비를 위한 삼중고의 부담’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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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사의 기로에 선 부모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

참여자들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듯 생사를 오가는 부모의 건강

상태에 당황할 겨를도 없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으며 의료진으로부

터 간이식 외에는 부모님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간이식 중에서도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대기하며 기다릴 만

큼 부모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참여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생체 

간이식을 권유 받았다. 이에 참여자들은 부모와 혈연관계이기도 하

며 기증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본인밖에 없거나 또는 본인이 장남이

었기에 생명을 담보로 한 기증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결

국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라는 다급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리기 

위해 참여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간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간이라는 게 아프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아프잖아요. 갑자기 교통

사고를 당하듯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었죠. 저 말고 다른 

가족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효녀라서가 아니라 저

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증할 사람이 여럿 있었으면 

제일 상황에 맞는 사람, 제일 튼튼한 사람 골라서 할 수 있는데(참여자3).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기증에 적합한지는 그 

다음날 바로 검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정신이 되게 없었는데 아버

지께서 매우 위독하시고 상황이 급하니깐...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

뿐이었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생이 있지만 형인 제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일종의 장남의 책임감이었겠죠(참여자4).

2) 간 기증 준비를 위한 삼중고의 부담

참여자들은 기증 전에 신체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사와

의 상담을 거쳐 생체 간 기증자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젊은 

참여자들은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간 조직 검사 등의 복잡한 

기증 전 검사에서부터 신체적 고충을 경험했고, 검사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치며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였으며 간 조직 검사에서 지방

간 판정을 받는 경우 단기간 내에 식단관리와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Gender Age (yr) Religion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Recipient

Duration after  

trans plantation (month)

1 Man 21 None High school Single Badminton coach Mother 18

2 Man 24 None High school Single Tattooist Mother 33

3 Woman 29 None University Married None Mother 6

4 Man 27 None Leave of absence  

at university

Single Factory worker Father 25

5 Man 34 None High school Married Mechanic Mother 30

6 Man 27 Christian University drop out Single None Father 10

7 Man 23 None Leave of absence  

at university

Single Student Father 26

8 Woman 26 Christian University Single Clerk Father 37

Table 2. Theme Clusters and Themes on Young Adult Donor’s Experiences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Theme cluster Theme

Painful decision of a liver donation Desperate choice to save parents at the crossroad of life and death.

The burden of triple distres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iver donation.

The agony of both mind and body that 

overpowers youth

The body overwhelmed by severe pain from surgery.

The scar from the surgery carved into a deep wound in the heart.

The bitter and bare face of reality that a 

young donor encounters

Sorrow to endure the suffering alone.

Inner conflict for uncertain future.

The tantalizing problems of life and death that remain even after donation.

Feeling the power of love that fills up the 

space of organ removed

Enduring the journey of liver donation with the help of attention and respect from people around.

The precious bonding experience with family members through overcoming crisis together.

Liver donation becoming a priming water  

for maturity

Being reborn as a main agent of care.

The reward and maturity of life obtained through sacrifice.



110

https://jkan.or.kr

방미선 · 신해윤 · 류민 · 권수혜

https://doi.org/10.4040/jkan.20235

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하는 등 예견치 못한 번거로움을 경험해야 했

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막대한 검사비용에 

대한 걱정과 함께 기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를 함과 동시에 간

이식을 기다리는 아픈 부모의 간호를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

까지 겹겹이 가중되어 기증을 하기 전부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기증 전에 심리상담이랑 신체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MRI, CT 다 찍고 

하거든요... 심리상담, 사회상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왔

다 갔다 하면서 진짜 몸과 정신이 다 피곤한 거예요. 엄마 병간호도 해야 되

고... 검사 종류가 너무 많으니깐... 몸 검사도 해야 되고 제가 검사하는 거는 

비용을 100% 내잖아요, 다 하면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돈 걱정도 해야 되고 어머니 건강 걱정에 

마음도 힘들고(참여자3).

병원에서는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웠거든요. 아픈 어머니도 그

렇고 가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는데, 간을 기증 하려면 살

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증 전에 여러 가지 검사 하는 것

도 보통 일이 아니고 죽어도 자식 간은 도저히 못 받겠다는 어머니 설득하기

도 힘들고... 수술 일정은 한 달 보름 뒤로 잡혔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기증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저대로 식단관리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해서 

10 kg 가까이 살을 뺐어요(참여자5).

2. 주제 모음 2: 젊음을 위협하는 심신의 시련

이 주제 모음은 생체 간이식 수술을 통해 아픈 부모에게 간을 기

증한 후 참여자들이 경험한 몸과 마음의 고충에 관한 것이다. 간 기

증으로 인한 고통은 젊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고 기증을 마친 참여

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술 통증에 시달렸다. 또한 수술 후 남겨

진 흉터는 기증의 꼬리표가 되어 참여자들을 위협하는 마음 속 깊은 

상처이자 큰 스트레스로 남겨졌다. 이 주제 모음에는 부모에게 간을 

기증하면서 얻게 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홀로 떠안은 채로 신음하는 

참여자의 고통들이 드러나 있으며 ‘극심한 수술 통증에 압도당한 

몸’, ‘마음 속 깊은 상처로 새겨진 수술의 상흔’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1) 극심한 수술 통증에 압도당한 몸

반나절이 넘도록 수술을 받고 나온 참여자들은 수술 후의 통증을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던 경험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간 기증 수술로 복근이 크게 손상되면서 숨을 쉬거나 간단한 활동

을 할 때도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편하게 누

워 잠들 수조차 없는 극심한 통증에 압도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

었다. 이처럼 수술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참여자들은 간 기증

으로 인해 상상치도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수술 상처 부위와 

더불어 배액관을 연결한 쪽으로도 돌아누울 수 없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피로와 컨디션 저하를 호소하였다. 

수술하고 첫 날 어머니 뵈러 무균실에 다녀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엄

청 아프더라고요. 수술한 다음날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죽을 고

생을 하고... 진통제를 맞았는데 빙글빙글 돌고 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토할 

것 같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호출을 계속 눌렀

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깐 걷

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불안함이 있었어요(참여자5). 

개복 수술을 하고 나면 누워 있다가 스스로 못 일어나져요. 몸을 굽혔다

가 펴는 것도 아파요. 가슴 쪽부터 배꼽 위에까지 복근을 갈라놓은 거니까 

기지개를 함부로 펴지도 못하고, 심지어 똑바로 누워 있는 것도 되게 힘들

어서 잠도 못 자요. 수술한 자국을 집어놨는데, 배가 쫙 펴지니깐 땡기는 느

낌. 살을 양쪽에서 뜯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배에 힘도 없고 누워 있으면 갑갑하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장기

들을 누르는 느낌... 오른쪽 옆구리에는 관이 두 개 있으니깐 오른쪽으로 돌

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다운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참

여자6).

2) 마음 속 깊은 상처로 새겨진 수술의 상흔

참여자들은 아픈 부모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간 기증을 결심하였

으나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수술 흉터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수술 흉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는 것조차 꺼려져 대중목욕탕이나 워터파크 등의 방문도 피

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참여자 중 일부는 수술 흉터를 없애기 위해

서 흉터 치료 전문병원까지 알아보는 등 흉터 제거에 대한 미련을 버

리지 못한 채 홀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수술 

흉터 빼고는 간 기증 모두 만족한다”라고 할 만큼 기증으로 인한 수

술 상처는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 간 기증자에게는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의 상처로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솔직히 여전히 스트레스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까먹는데, 샤워를 하고 이

러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까... 처음 수술을 끝나고 나서 흉터 치료 수술

을 알아봤었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도 흉

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흉터가 볼록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나 대중목욕탕은 아예 못가요. 저 나름대로 수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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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 가리고 다녀도 불편한 시선들이 의식이 되고... 제가 여자이고 미혼이

라서 흉터가 더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예요(참여자8).

3.  주제 모음 3: 힘겨움을 안고 마주하는 청년 기증의 시

린 민낯 

이 주제 모음은 부모에게 간을 기증한 후 일상으로 복귀한 참여자

들이 경험한 감정, 고통, 힘겨움에 관한 것이다. 간을 기증한 후 이식

을 받은 부모에 비해 비교적 짧은 회복기를 보내고 일상생활을 시작

한 참여자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으로 위축되었

고 기증자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짊어진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예전 같으면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을 청년기의 참여자들이 기증 후로는 사회로부터의 

불이익 등을 경험하면서 기증 전과는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간 기증은 부모의 죽음이라는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혹독한 현실의 출발점

이 되었다. 이 주제 모음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 기증자들이 조우

하는 삶의 시린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아픔을 홀로 감내하는 

서글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내면의 갈등’, ‘기증 후에도 남아있는 

삶과 죽음의 난제’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1) 아픔을 홀로 감내하는 서글픔 

기증 후 일상으로 복귀한 참여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증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체력저하 등

의 여러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참여자들은 지속되는 수술 후유

증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가족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 기

증을 받은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봐 염려가 되어 아픔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 또한 기증 후 복귀한 사회생활에서도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할 때에는 힘이 들어 휴식의 요구가 절실했으나 참여자들

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힘든 내색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

티고 있었다. 

수술 하면서 담도를 떼 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일상생활 할 때는 괜찮은

데, 가끔 소화가 안 되고 수술 전 상황과는 다른 게 통증이 참기가 어려워

요... 식은땀이 많이 나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끊임 없이 배가 아프고 조금 그

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머니한테 말씀 드리면 괜히 

마음 아파하실까 봐 괜찮다고 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서 잘 때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할 만큼 밤새 그렇게 아팠던 적도 많았고요(참여자4).

젊고 건강한 거에 비해서는 수술하고 예후가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간 옆에 물인지 고름인지가 차가지고요 체력이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런 걸 또 

티낼 수 없어서... 회사에서 진짜 멀쩡한 척 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자

니까 와이프는 안 좋아하죠, 애는 무조건 놀자고 그러죠. 어금니 꽉 깨물고 

놀이터 나가서 놀고 할 거는 하고 잤어요(참여자5).

2)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내면의 갈등

평범한 여느 청년들처럼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해오던 중에 

갑작스럽게 간 기증을 하게 된 참여자들은 의도치 않은 휴학을 하였

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졸업이 늦추어지면서 취업에 차질이 생기

는 등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간 기증자로 살아가야 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

안감과 더불어 뒤늦은 학업과 취업준비, 사회생활과 결혼 등 청년기

의 발달과업까지도 위협받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참여자들은 취업 

면접에서 간 기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직장

에서는 기증 사실을 숨긴 채 일을 하고 있었으며 기증 이후의 일상생

활과 건강에 대한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기증 이후로 달라진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게 진

로를 재설정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간 기증으로 인해 놓쳐버린 시간과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뜻대로 성취되지 않은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가면 취업도 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는

데... 처음에 수술했을 때도 일상생활이 괜찮은지나 앞으로의 건강이나... 우

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내와요. 휴학을 한 기간이 있으니깐 취업 면접에 가

면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업 같은 데는 많이 걱정을 하더라

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에 다니면 내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시켜먹겠냐... 지

금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증 사실에 대해서 회사는 모릅니다(참여

자4).

결혼도 걱정이 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깐... 어느 거를 먼저 

해야 하고 내 길을 찾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저도 나

이가 곧 서른이라 더 이상 늦으면 정말 미래가 없어질 것 같아 갑갑하고 불

안해요(참여자6). 

3) 기증 후에도 남아있는 삶과 죽음의 난제

참여자들은 부모의 건강문제로 가정에 들이닥친 위기가 자신의 

간 기증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힘겨운 여정을 견뎌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 간을 기증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간을 이식 받은 부모의 암이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

게 되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을 기증한 것에 대한 공허함과 허탈감

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간 기증 후에도 참여자들은 그 경중의 차

이가 있을 뿐 일상생활의 차질로 인한 혼란과 부모의 암 재발이나 

전이로 인한 죽음의 공포, 면역저하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 등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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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저는 퇴원하고 혼자 몸조리하면서 당연히 일상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몸

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회복

을 잘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간수치도 올라가고 눈동자가 노랗게 될 정도

로 상황이 나빠져서 퇴원을 못하셨어요. 작년 9월 추석 전에 아버지가 몸이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가니 전이가 됐대요. 어이가 없었어요. 허탈하고... 허무

하고... 온 가족이 무너졌어요. (침묵) 그때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잠

도 못 자고 해서 컨디션도 되게 나쁘고 수술한 옆구리도 아프기 시작했어

요. 저도 죽겠다고... 아버지는 간 기증을 받으시고도 전이가 되었고, 그 해 

10월에 돌아가셨어요(참여자6).

4. 주제 모음 4: 떼어준 자리를 채우는 사랑의 힘을 느낌

이 주제 모음은 간 기증을 위해 학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직

장에 장기간 휴가를 내야 하는 참여자들이 직장 내에서 병가를 받

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지인들의 배려와 응원에 힘입어 부모에

게 무사히 간 기증을 하게 된 경험에 관한 것이다. 간 기증 이후로 

참여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졌으

며, 부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 기증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참여

자들을 향한 주변의 긍정적인 시선과 격려는 힘겨운 기증의 여정을 

꿋꿋하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 주제 모음에는 참여자

들이 간을 떼어준 희생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과 사랑

을 드러내고 있으며 ‘주변의 배려와 인정으로 기증의 여정을 견뎌냄’, 
‘위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한 가족의 끈’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1) 주변의 배려와 인정으로 기증의 여정을 견뎌냄

부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증을 결심한 참여자들은 수술

과 회복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휴학하거나 회사에 병

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간 기증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직원

을 위한 회사의 복지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복잡한 내

부 사정으로 인해 병가 신청조차 거절되어 일부 참여자들은 큰 좌절

감을 느꼈다. 한 참여자의 경우 그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동

료들의 월차 기부를 받아 다행히 병가를 대체할 수 있었고, 우여곡

절 끝에 아픈 부모에게 무사히 간을 기증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의 참여자들은 아픈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간을 기증한 사실에 대해 

효자라는 칭송과 친구들로부터의 격려를 받는 등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기증 과정을 주변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힘을 얻어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간 기증을 하려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냈는데 병가가 안 됐어요. 결국은 

노동조합이랑 회사랑 얘기가 되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월차 기부를 받았어

요. 조합원들 개개인의 월차를 기부받은 데다가 제 월차를 합쳐서 그 기간

을 메꾸는 걸로... 제 월차가 남은 게 스물몇 개 있었고, 해를 넘기는 시점이

라 그 다음 연도 연차를 다 써서 사십몇 개를 쓴 거예요(참여자5).

간이식 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기증한 이야기를 듣고 여자 친구가 나보

고 멋있대요. 또 간 기증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기증한 얘기를 

하면은 오는 반응은 하나뿐이예요, “효자구나”, “진짜 효자네” 간 기증을 어

떻게 했냐고 진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2).

2) 위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한 가족의 끈

간 기증을 계기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는 등 참여자들

과 그의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욱 끈끈해진 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부모에게 간을 기증한 참여자들은 기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홀

로 감내하면서도 부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 안도하였으며, 자녀

의 간을 기증받아 새 생명을 얻은 부모는 자신에게 간을 기증해 준 

참여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

듯이 가정에 들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가족은 합

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가정의 평안을 되

찾게 되었으며, 서로를 돌아보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가족이 말 그대로 가족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

깐 다들 얼굴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고, 통화도 자주 하게 되고.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고 해야 될까? 몸 괜찮냐고, 병원 잘 다니고 있냐 물어보시

고, 어머니는 저한테 일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저희 가족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1).

제가 어머니랑 자주 만나지도 않고 떨어져 지냈는데, 간 기증 후로는 엄

마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상처 때문

에 배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지만, 마스크 쓰고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를 자주 보게 되면서 예전에는 안 하던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몸은 어떤지 자주 물어보면서 가족이 서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인

가 싶을 만큼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제가 간 기증을 진짜 후회 안 하는 이

유가 이거예요(참여자2).

5. 주제 모음 5: 성장의 마중물이 된 간 기증 

이 주제 모음은 기증 후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면

서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이식 후에도 건강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

모를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가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일

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간이식을 계기로 청년기 참여자들은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나들며 기증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

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주제 모음에는 참여자들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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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이 된 간 기증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으며, ‘돌봄의 주체로 거

듭남’,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의 보람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1) 돌봄의 주체로 거듭남 

참여자들은 기증 후에도 수술 전과 같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충

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원래는 건강했던 청년이었지만 간 기증 후에는 체력

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수술 상처가 덧날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고통스러운 기증의 여정을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다. 한

편, 이제껏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란 참여자들은 간 기증 이후 자신

을 아픈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등 자신과 부모의 건

강을 책임지는 돌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려면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피곤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잘 챙겨 먹었더니 살이 많이 쪘어요. 엄마도 아프지만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하니... 무리하게 움직이면 상처가 덧날수도 있을 거라는 저의 조바

심도 있었고, 체력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푹 자고 쉬면서 내 몸을 케어했어

요, 문제는 엄마 상태가 빨리 좋아져야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저에게는 엄마

가 오히려 돌보아야 할 자식이 되었죠. 내 살... 내 간을 줬으니깐. 그래서 이

제 엄마를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보고 있어요(참여자3).

간 기증을 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는 제 몸에 대한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

졌어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다. 그 전까지는 젊고 어리고 이러니까 밤도 

새고 했는데... 제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몸 관리를 잘 해야겠

다. 몸 관리를 잘해서 빨리 회복해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아직은 아빠가 몸이 약하니까 평일에는 병원에서 아빠를 간병하면서 지내

요. 저는 몸이 괜찮아졌는데, 아빠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아빠를 

챙기고 있어요(참여자6).

2)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의 보람과 성숙

여느 청년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참여자들은 간 기증이

라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간 기증 이후로 

일어나는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용

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픈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 기증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에 기증 이후의 삶에 대한 부담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오히려 제가 간이식 덕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증 수술절차 밟

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기증을 하면 조기전역이 된다고 해서 전역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타투 일도 빨리 시작하게 되고... 

저한테는 진짜로 간이식이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였어요. 

기증하고 나서 수술 통증 때문에 많이 아팠던 것만 빼면 흠잡을 거 없이 긍

정적인 경험이었어요(참여자2).

기증 이후로는 모든 방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이 어떻

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도 늘었어요. 원래 여기저기 여행 다니

는 것을 좋아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녀보고자 해요. 아빠도 저보고 “더 놀아

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증은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거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참여자8).

논    의

본 연구는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기

술하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 모음 및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 모음인 ‘간 기증이라는 결정의 진통’은 ‘생

사의 기로에 선 부모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 ‘간 기증 준비를 

위한 삼중고의 부담’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되었다. 먼저 ‘생

사의 기로에 선 부모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은 청년 생체 간 기

증자들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기증

을 결정하게 되는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생체 간 기증자의 경

험에 대한 국외 연구에서 Cabello와 Smolowitz [23]은 생사를 오가

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 죽는다는 사실을 받

아들일 수 없어 간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고, Lin 등[24]은 간 기증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족으

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로 여겨 기꺼이 돕게 되었다고 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간 기증자들의 모습에서 가족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절실한 마음과 간 기증을 선택하게 된 강력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간 기증을 결정할 

때 생사를 오가는 부모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과 자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단념적 생각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려가

는 듯한 현실을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장기 기증에 대

한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은 생존 기증자의 자율적 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28] 특히, 청년 기증자의 경우 자

신의 장기 기증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기도 전에 부모의 필요에 의해 

기증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29]. 이와 같은 점에서 청년 기증자의 

기증 의사 표명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기증자의 권익 옹호

를 위한 기증자 전담 코디를 지정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현행 장기이식 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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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기증자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법적으로 보호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12].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 기증 준

비를 위한 삼중고의 부담’ 역시 간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

자들이 동시에 경험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드러내고 있

다. 생체 기증은 건강한 기증자로부터 장기의 일부를 적출하므로 발

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증자 적합성 검사를 하지만, 오히

려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은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

였고, 기증 준비과정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청년 참여자들은 간 기증을 하기 전부터 기

증자 적합성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신체적인 불편함을 경험하였는

데, Cabello와 Smolowitz [23]의 연구에서 간 기증의 과정이란 롤러

코스터 마라톤과 같으므로 완벽한 간을 기증하기 위해 철저한 식습

관의 관리와 운동을 통해 힘들게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힌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Jeong [15]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생존 

기증자는 기증 전 검사인 간 생검 시의 고통이 가장 힘들었으며, 금
식과 혈액채취, 각종 영상검사 등 여러 가지 생소한 검사에 대한 두

려움을 느꼈다고 하여 기증 전 검사에서부터 신체적 고충을 경험하

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했다. 따라서 의료진은 기증의 전

반적인 과정과 절차 및 기증의 위험성에 대한 청년 간 기증자들의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증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24,29] 기증 전 검사와 관련된 간호요구를 사정하여 신체적인 불편

감을 해소시켜 기증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

이 참여자들은 기증 전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검사비용 때

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생체 신장 공여자들이 

이식 수술비용과 공여 후 진료비용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

지 않아 의료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16]는 결과와 일맥상

통했다.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 기증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

로[10] 혈연 기증에 속하는 청년 기증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

감하기 위해서는 기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증자 적합성 검사에서

부터 수술과 진료, 기증 후에는 건강 검진까지 전반적인 기증 과정에 

대한 확대된 재정적 지원과 비용의 공적인 부담이 필요하겠다. 또한 

몇몇 참여자는 기증 준비와 더불어 간이식을 기다리는 아픈 부모의 

간호까지 하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는 기증은 돌봄

이자 가족의 책임이므로 생체 간이식 가족은 그에 대한 심리적인 압

박을 받는다[12]고 밝힌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으며, 가족 

구성원인 청년 생체 간 기증자 또한 이와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체 간이식 수혜자와 기증자를 

동시에 돌보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고충 상담과 유급 

돌봄 휴가 등의 지원을 통해 이식가족의 돌봄 역량이 강화된다면 기

증을 앞둔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어 기증의 전반적인 과

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모음인 ‘젊음을 위협하는 심신의 시련’은 

‘극심한 수술 통증에 압도당한 몸’과 ‘마음 속 깊은 상처로 새겨진 

수술의 상흔’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되었다. 먼저 ‘극심한 수

술 통증에 압도당한 몸’에서 간 기증 후 참여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생체 간 기증자가 수술 

방법이나 절제 부위에 관계 없이 입원 기간 동안 상당한 통증을 경

험하였다는 Jung과 Bang [20]의 연구 결과 및 간 기증 수술 후 통

증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고 출산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

다는 Jeong [15]의 연구 결과, 예상보다 극심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였다는 Jeong [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되는 점은 상기 연구의 참여자들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간 기증을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고,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겪으며 두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그리고 젊고 건강한 대상군이라

는 편견에 이들의 신체적 요구가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의료진은 생체 간 기증자로부터 기증 동의를 받기 전에 생체 

간 기증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신체적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기증자

에게 제공하여 기증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기증 후에는 

수술 후유증과 동반되는 증상에 대한 기증자 자가 평가 결과를 통해 

맞춤형 간호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신체적 불편감과 피로, 통증 완화

에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이 한창 외모에 민감한 시기의 청년이라는 점에서 간 기증 수

술 흉터는 지워지지 않을 매우 큰 스트레스이자 ‘마음 속 깊은 상처

로 새겨진 수술의 상흔’으로 남겨졌다. 이는 생체 간 기증 수술 후 흉

터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신체상이 손상되었다는 

Jeong [15]의 연구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증자에게 가장 흔

한 문제는 흉터의 형성이라고 한 연구[28]에서도 청년 생체 간 기증

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로 도출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기증자들의 수술 흉터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수술방법을 고려한 생

체 간 기증 수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0]. 수술 흉터에 

민감한 청년 간 기증자의 경우 의료진은 수술 흉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 최소 절개법 또는 복강경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 기증자에게 적절한 수술법의 선택으로 흉터와 합병증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개복 수

술로 간을 기증한 청년 기증자들에게는 수술 흉터 재건을 위한 건강

보험의 적용 또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며 생체 간 기증의 주 대상자

인 청년들의 신체상 손상 및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교

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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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생체 간 기증

자의 경험을 조사한 Cabello와 Smolowitz [23]의 연구에서는 기증

자들이 간 기증의 흉터에 대하여 이상하거나 끔찍한 일이 아니며 자

신이 경험한 일에서 남겨진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흉터

의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흉터를 

“전투상처”, “용기배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서구 기증자들에 

비해 더욱 외모지상주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흉터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고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

한 연령대의 간 기증자들도 수술 흉터로 인한 신체상의 손상 및 부

정적 정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8]를 바탕으로 외

모에 더욱 민감한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술 흉터에 기증의 의미를 부여하며, 타인의 시선과 상관 없이 기증

자로서의 자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신체상 정

립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힘겨

움을 안고 마주하는 청년 기증의 시린 민낯‘은 ‘아픔을 홀로 감내하

는 서글픔’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내면의 갈등’, ‘기증 후에도 남

아있는 삶과 죽음의 난제’라는 세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되었다. 먼저 

‘아픔을 홀로 감내하는 서글픔’에서는 참여자들이 기증 후 수술 후

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생체 신장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Kang

과 Yang [16]의 연구에서 공여자들은 공여 후 다양한 상황에서 신

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혜자가 부담을 가

질까 봐 자신의 불편함을 숨겼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자식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부모를 염려하여 자신의 힘듦을 표현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숨기

며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족은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지지체

계라 할 수 있겠으나 참여자들은 오히려 가족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

은 척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에서 기

증자의 대부분은 수혜자의 자녀이므로 청년 간 기증자들은 자신의 

희생으로 부모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며[8,15] 오
히려 간 기증 후 자신에게 발생하는 어려움, 합병증 등의 문제를 부

모가 알면 부담을 느낄까 봐 홀로 감내해야 할 몫으로 여기며 살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특한 가족중심 문화 속의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간 

기증자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들이 기증 후 겪게 될 고립된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와 적응 전략 마

련을 위해[31] 의료인은 간 기증자들의 복합적인 증상 호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살아가야 할 날이 더욱 많은 청년 생체 간 기

증자들의 경우 기증 후의 합병증과 부작용의 관리뿐만 아니라 기증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검진 등의 생존 기증자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후 관리 방안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기

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므로 이 시기에 청

년들은 진학문제, 전공 선택의 문제, 이성 문제 등 수많은 선택과 결

정을 하면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32]. 청년기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견해로 형성된 자기이해와 사회적 

맥락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체성이 미래로 확

장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며[32],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갑

작스럽게 결정된 간 기증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내면의 갈등’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LaPointe Rudow 등[33]의 

연구에 나타난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경험에서 기증자는 기증 후 회

복과 미래의 건강 및 삶의 질, 우울, 불안 및 불확실성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본 연구

의 참여자들이 20~30대의 청년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학업, 결
혼, 취업 등의 주요한 발달과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체 장기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일이며 존중 받

아 마땅하나 기증자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

적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29], 청년 생체 간 기증

자의 기증 후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취업 시 청년 장기 기증자 채

용에 대한 지원과 권익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장

기 기증자 차별과 불이익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10]의 실제적인 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다. 참여자들은 간을 기증한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

지 문제들로 고통 받는 등 ‘기증 후에도 남아있는 삶과 죽음의 난제’

를 경험하며 간 기증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기를 맞

이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 구원하려 했던 가족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연구[12]와, 생체 간 기증으로 인해 기증자가 영구적인 의

학적 장애, 실직, 가족의 고통, 작업능력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 Manyalich 등[34]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

였다. 한편, Lee 등[35]의 연구에서는 생체 신장 제공자들의 기증 후 

삶은 건강상태 및 사회생활에 이상이 없었으며 기증 만족도 또한 높

다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암 재발과 전이로 기증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다는 등의 결과를 보여 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는 간이 다른 장기에 비해 이식 후에도 간염의 재발이나 전이

로 인해 수혜자의 생존율이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17]. 간 기증만 이루어지면 급박했던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가족

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청년 간 기증자들은 자신

의 간을 수혜 받은 부모의 삶과 죽음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

쳐가고 있었다. 따라서 생체 간 기증자들이 기증 후에도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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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충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며, 수혜자인 부모의 죽음에 대한 사그라들지 않는 공포

와 기증 후 합병증의 두려움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

로 생존 장기 기증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와 적응적 행동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 모음은 ‘떼어준 자리를 채우는 사랑의 힘

을 느낌’이며 부모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참여자들을 향한 ‘주변의 

배려와 인정으로 기증의 여정을 견뎌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

한 가족의 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되었다. 먼저 ‘주변의 

배려와 인정으로 기증의 여정을 견뎌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이 겪은 의미 있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는 

생체 간 기증자들은 가족, 친구 및 주변 지인들이 함께 울거나 기도

하고 축하해주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았으며[23], 가족, 친구 및 

의료인의 지원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여 기증자들의 긍정적

인 시각과 자존감이 증가되었다[33]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반면 생체 간 기증자들은 간 기능 기증 전보다 낮은 삶의 질

[21]을 보였고, 장기 기증을 미화할수록 기증자의 힘겨움은 외면당

하고 있으며, 기증은 숭고하지만 후유증이 동반되는 선택[15]이라는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생체 간 기

증은 기증자의 생명을 담보로 수혜자의 생명을 살리는 양날의 검이

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기증자의 희생

을 미화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배려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기증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증자 또래모임 앱 개발과 온

라인 모임 개설을 통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회복기를 거치면서 ‘위기를 함께 이겨낸 

소중한 가족의 끈’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는 건강 문제로 인해 가족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건

강을 잘 돌보고자 한다는 Kang과 Yang [16]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체 기증의 대부분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11] 혈연관계인 기증자와 수혜자가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지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기증의 전반에

서 돌봄에 대한 관심은 수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15]. 그

러나, 생체 간 기증자는 수혜자에게 자신의 간의 65%~70%를 기증

하고도 환자로 인식되지 못하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 요구도

를 측정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체 간 기증자의 신

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측면의 전인적인 간호요구도 조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기증자 대상의 맞춤형 간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저질환이 없는 청년 기증자군의 특성상 더욱 효과적

인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은 꺼져가는 부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 참여자들에게 간 기증은 ‘성장의 마중물’

이 되었고 ‘돌봄의 주체로 거듭남’과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의 보람과 

성숙’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되었다. 먼저 ‘돌봄의 주체로 거

듭남’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증 전과 같은 체력의 회복을 위

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고, 기증 이후에도 

아픈 부모를 간병하는 등 돌봄의 주체로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

고 있었다. 이는 생체 신장 기증자들이 신장을 기증한 후에도 자신

의 몸을 살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연구 결과[16]와 일부

분 유사하였다. 따라서 기증 후에도 본인의 건강은 물론 부모 돌봄

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기증자를 도울 수 있는 기증자 가족 

건강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증자와 수혜

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비용의 국가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생을 통해 얻은 삶

의 보람과 성숙’은 참여자들이 간 기증을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

야가 넓어지면서 이전보다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생체 간 기증자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간 기증은 삶에 대한 감

사 제목이자 보람된 일이며, 이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 연구[23]와 맥

락을 같이 하고 있다. 생체 간 기증은 청년 기증자들의 희생의 크기

만큼 그들을 성장하게 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이들의 간 기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진, 사회복지사, 이식 코디

네이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간의 협력으로 청년 간 기증

자들의 기증 후 사회적응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일상으

로의 원활한 복귀와 삶의 질 유지를 돕는 추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기증 후 적응과 성장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부모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청년 기증자들의 기증 경

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진행되었다. 청년 기증자들은 부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간 기증이라는 결정의 진통’을 겪

으며 부모에게 간을 기증하였으나, ‘젊음을 위협하는 심신의 시련’ 

속에서 ‘힘겨움을 안고 마주하는 청년 기증의 시린 민낯’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 기증자들은 본인의 간을 희생

한 만큼, 자신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다시 힘을 얻었

고 가족의 유대로 위기를 이겨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본 연

구는 생체 간 기증을 통해 청년 기증자들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기술하였다. 이제껏 많은 이들의 관심

과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에게 집중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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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큰 희생을 치르고도 배려 받지 못한 채 장기이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생체 간이식 기증자들의 생생한 기증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기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청년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실무적인 측면에서 생

체 간 기증의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용 앱을 이용함으로써 청년 

생체 간 기증자들의 정보 부족을 해소시키고, 기증자 또래모임 개설

을 통한 자조그룹을 활성화하여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증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

에서 청년 생체 간 기증자의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권

익을 옹호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기증자 채용의 평

등과 직장 내 차별금지의 실제적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혈연기증에 속하는 청년 기증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감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기증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체 간이식

의 수혜자와 기증자를 한 가정 내에서 동시에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총체적인 시각으로 생체 간이식 가족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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