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사세요
맨하탄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 눈에 띄는 것이 많은데 그중 나의 시선을 특히
앗아가는 가게들이 있다. 바로 정육점들인데 왜냐하면 소나 돼지의 모든 장기가
진열되어 있어 마치 의과대학 시절의 해부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가끔씩 소나
돼지의 장기가 해부학 때 하나 하나 떼어 보았던 사람의 장기와 그리도 유사함에
새삼 놀라곤 한다. 포유류가 다 비슷한 구조를 지녔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말이다.
내가 전공하는 신장내과 개업을 하다보면 신부전증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받으며
힘들게 생활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들의 바람은 하루 빨리 신장 이식을
해서 투석의 형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장이 필요한 신장 환자에 비해
공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환자들이 평균 5 년은 기다려야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물론 가족 중에
자신과 혈액이나 조직이 맞는 경우(공여자가 지극히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훨씬 빨리 이식을 받을 수도 있다.
내 주위를 보면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장기 매매를 통해 이식을 받은 분들을 종종
본다. 한분은 중국에서, 다른 한분은 인도에서, 또 다른 한분은 이집트에서 말이다.
일반적으로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화 되어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장기매매를
소재한 한 영화 ‘공모자들’이 상영되기도 했다.
신장이란 장기는 애당초 두개이고 한개가 없으면 남은 한개가 두개분의 일을
해버기기 때문에 산 사람의 신장 중에서 한개를 공여하여도 공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절실히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서라도 신장 이식을 받고 싶어하고 후진국의 지극히 빈곤한 사람들은 자기
장기를 자기가 돈 받고 공여하겠다는 것이 무슨 하자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나 이집트에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신체발부는 수지 부모요,
불감훼상 효지시야’라는 경구도 없을테니까 부모한테 미안한 생각도 별로 덜
들테고.
실제로 미국내에서도 신장의 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은
반대의 의견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스와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공여를 할 수 없는 신장인데 타인에게는 공여할 수 있는 경우 그 환자 가족이 그
타인의 가족으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시장경제로
비교하자면 화폐 거래는 되지 않지만 물물교환은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아닌가
싶다.
오늘도 우연히 차이나타운을 지나면서 정육점에 걸려 있는 장기, 특히 콩팥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꿈을 꾼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공신장이 만들어지면 “콩팥
사세요!” 라는 광고를 보게 될 거라는 꿈을. 그렇게 되면 불법 장기 매매의 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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