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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장기 기증에

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기증, 사망자로부터의 장기 기증,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기증이 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 기증은 그 기증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사망자

로부터의 기증은 사망 직후 장기 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패로 인해 실제로 이식가능한 장기가 매우 제한

된다. 이에 비해 뇌사자 장기 기증은 기증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

을 지닌다. 왜냐하면 뇌사자 장기 기증은 대개 갑작스런 사고나 뇌혈관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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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Trust on organ donation after brain death. Methods: The study 
used the data from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which was made up of 1,052 people collected nationwide. 1,000 people in final analysis 
were selected by the response to the organ donation thought. For all analysis, SPSS 19 was used.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analysis were con-
ducted to characterize the variables involved in the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on organ donation. This 
study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generalized trust did not influence the organ donation intention after brain death. On the other hand, trust in government was confirmed to have a posi-
tive relationship with the organ donation after brain death. This results seem to reflect social reality of low generalized trust. Conclusions: In order to 
spread organ donation, we should tried to build a system that can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and suggested that we should increase generalized trust 
based on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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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뇌사판정에 이르고, 이후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기증 의사가 

밝혀지고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외부적 생존 장치가 사용되기 때

문이다. 즉, 외부장치를 통해 제한적으로 신체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

를 보존하므로 기증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기증

의 효과란 관점에서 보면 뇌사 후 장기 기증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

게 된다[1]. 

국내의 뇌사 기증자는 2000년 52명에서 2015년 501명으로 점차 증

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5년 말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27,444명으

로 수요 공급이 크게 불균형한 상태로서 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는 안

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2,3].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선행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8.43.3.167&domain=pdf


Soo-In Le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68 | http://www.e-jhis.org

연구들은 뇌사 후 장기 기증 확대를 위해 장애 요인을 규명하고 기증

의 증대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4-6].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

에 공감하면서, 장기 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히 “신뢰”의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뇌사 후 장기 기증은 일반화된 신

뢰(이하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린아이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을 기초로 형

성되어, 일상생활의 잠재적 위협과 위해를 차단하여 사회관계에서 자

존심, 용기, 자신감, 사랑과 관용 등과 같은 시민적 덕목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7]. 시민적 덕목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신뢰는 좋은 공동체 건

설의 기본 요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신뢰에 주목한 학자들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적 협동이나 합리적인 집합행동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장경제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다[8]. 

신뢰연구자들 사이에서 신뢰유형이나 그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합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혹은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된다[9]. 사적 신뢰 혹은 대인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

뢰로서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를 말한다. 구체적이고 동질적인 집단 내

부에 국한된 신뢰가 특수신뢰라면 동질적인 집단을 넘어 타인의 선의

를 기대하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타자에까지 확대된 신뢰를 일반

신뢰라고 한다. 즉,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사

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동료 인간에 대

해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이라는 일반화된 상호

성의 규범이 일반신뢰이다[9,10]. 따라서 일반신뢰는 모든 공동체 구성

원에 대해 배타적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며 

시민상호 간에 협력행동을 가능하게 한다[11]. 이것은 일반신뢰가 상

호 지켜야 할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나 감각을 지니지 못하고 

자기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계산하는 개인을 변화시켜 이해관

계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여 공공선에 

대한 감각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

이다[1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증자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를 제공하는 자

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뇌사 후 장기 기증은 기증자 본인이나 기증

자 가족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혹은 사랑하는 이의 장기

를 대가없이 주는 행위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익명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혹은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호혜성이나 신뢰로부터 나

오는 행위로 규정한다[6,13-16]. 사람은 누구나 호혜성이 없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호혜성은 신뢰와 불가분의 관계이자 통합된 일

부이다[10]. 따라서 얼굴도 모르는 추상적인 타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는 일반신뢰에 근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증자

나 그의 가족이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 후 장

기 기증은 일반신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뇌사 후 장기 기증에는 제도신뢰 혹은 공적 신뢰 또한 깊이 관

련되어 있다. 제도신뢰 또는 공적 신뢰는 한 사회의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에 대해 공유된 신뢰로서 제도화된 질서의 정당성과 관련되고, 경

험적 차원에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이나 규범에 대한 신

뢰를 말한다[17].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구 관심에 따라 정치적 신뢰, 

정부신뢰, 정치적 지지 등의 용어 속에 연구되어 왔는데[17], 장기 기증

은 정부신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증된 장

기를 법률에 의거해 정부가 관리하고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

는 역할 또한 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 혹은 “정부

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18]. 이것은 정부가 시민 또는 국민의 뜻에 보다 일치하며 공익에 충실

하도록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을 뜻한다[19]. 높은 정

부신뢰는 정부정책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냄으

로써 민주정치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9]. 정당성이 

없는 정부, 곧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시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

게 됨으로써, 사회정의나 공공선과 같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의 합리

성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정치사회적 질서를 유지하

기 어렵게 된다[1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

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가 

출범하고 장기이식사업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장기를 관리하고 배분한

다. 따라서 장기 기증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

여 공정하게 행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증자의 선의에 부

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위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후 장기 

기증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신뢰와 일반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신뢰요인들이 뇌사 후 장

기 기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

기 기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뢰부족이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문제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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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기여하고, 뇌사 후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자료이다. 2016년 KGSS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서 모두 1,052명이 수집되

었다. 이 가운데 뇌사 상태 시 장기 기증 의사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52명이 제외되고 1,000명이 최종분석 단계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방법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2003년부터 시행한 전

국단위의 표본조사로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세계 4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사회조사연합(Inter-

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모듈의 공동문항과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항목을 포함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신뢰관련 문

항들은 ISSP 모듈의 공동문항이다. 

KGSS의 구체적인 자료표집 과정은 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에 게

시되어 있으므로[20]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조사 시기는 

2016년 6월 27일에 시작하여 11월 23일에 완료되었다.  

연구도구의 구성

종속변수: 뇌사 상태 시 장기기증 의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뇌사 상태 시의 장기 기증 의사로서 “만약 귀

하가 뇌사 상태가 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으

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있다’ 또는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장기 기증 의사 있음이 1이 되도록 리코딩

한 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일반신뢰, 정부신뢰

독립변수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이다. 일반신뢰는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며, 자신이 잘 모르는 타자에게로 확대된 신뢰를 말한다. “귀하

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

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답변은 조

심해야 한다 0, 신뢰할 수 있다 1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정부신뢰

는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

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힘이 특

히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신뢰로 측정하였

다. 중앙정부부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질문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신뢰하지 않음과 신뢰함이 0, 1이 되도록 리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성별, 나이, 학력수준, 가구총소

득, 결혼상태를 포함했는데, 이 변수들이 선행연구들에서 장기 기증 

의사에 영향이 있는 변수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21-24]. 이들 변수와 

함께 본 연구는 본인의 주관적 건강강태를 포함했는데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한 인식이 장기 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

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인 더미변수로,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상태(기

혼 및 동거), 무배우자 상태(사별, 이혼 및 별거), 미혼으로 구분한 후 

기혼을 기준으로 더미(dummy) 변수화하였다. 학력은 고졸 미만, 고졸,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으로 구분하여 고졸 미만을 기준으로 더미 변

수화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0-149만 원, 150-299만 원, 300-

599만 원,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0-149만 원을 기준으로 더미변

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나이(만 9-24세 이하)

와 기초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나이(만 65세 이상), 중고령

층(만 50-64세)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여[25], 18-24세 이하, 25-49세, 

5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18-24세 이하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

화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① 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안 좋은 

편이다’의 3점 척도로 범주화하여 ①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사용하

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가 이분변수로 구성되

어 있어 일반선형회귀분석에 필요한 오차의 정규성 가정에 위반되므

로, 이러한 가정이 필요 없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모든 분석은 SPSS 19.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2016 KGSS는 모집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설계를 통

해 표본을 추출하고, 2015 인구센서스 자료를 참조하여 성, 연령, 지역, 

도시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연

구 설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2016 

KGSS는 복합표본 분석을 위한 계층과 군집 변수를 제공하지 않아 복

합표본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한 후, 가중치 미

적용 경우의 빈도 및 퍼센트와 적용한 경우의 퍼센트 및 평균을 제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기 기증 의사 차이를 검토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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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22.3%, 좋다는 범주가 55.7%로서 대체로 보통

이거나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신뢰는 신뢰 있음이 43%에 

불과해 과반수 이상이 일반신뢰가 없는 상태였다. 정부신뢰는 신뢰함

이 53.6%로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서는 응답자들의 71.9%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변수들의 특성에 따른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의 차이

관련변수들의 특성에 따른 장기 기증 의사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일반신뢰에 따른 장기 기증 의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 결혼 상태, 학력, 총소득에서는 p< 0.001 수준에서, 건강과 정부

신뢰에서는 p< 0.01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장

기 기증 의사가 아주 조금씩 하강하다가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뚜렷

이 낮아졌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나 비혼 집단에 비해 배우자 없는 

집단(사별, 이혼, 별거)의 장기 기증 의사가 낮았다. 학력수준이 올라갈

수록 장기 기증 의사가 높아졌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기 기증 의사

가 높아졌다.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63.7%)보다 건강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범주,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비는 여성이 54.8%로서 

2016년 인구센서스 통계에 비해 여성(여성 50.13%)이 약간 많이 표집된 

편이다[26]. 연령은 18-24세 이하가 10.1%인 데 비해 65세 이상이 16.6%

로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있음(동거포함)이 58.7%,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별거)이 16.3%, 비혼이 25%이었다. 교육은 고졸 미만이 

24.2%, 고졸이 24.6%,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51.2%로서 대학졸업 이

상자가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149만 원 이하가 21.2%, 150-299만 원

이 18.6%, 300-599만 원이 36.6%, 600만 원 이상이 23.7%였다. 본인의 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Unweightd  
frequency

Unweighted %
Weighted 
frequency

Weighted % Mean

Gender Male 475 45.3 521 49.5 0.55
Female 577 54.8 531 50.5

Age (y) 18-24 101 9.6 107 10.1 2.73
25-49 337 32.0 365 34.7
50-64 355 33.7 406 38.6
≥65 259 24.6 174 16.6

Marital status Married or Cohabitation 618 58.7 676 64.2 1.16
The Spouse less 171 16.3 106 10.1
Not Married 263 25.0 270 25.7

Education <High school 254 24.2 189 18.0 2.27
High school 259 24.6 262 24.9
≥College 538 51.2 601 57.1

House income  
(1,000 Won)

0-149 204 21.2 131 13.7 2.63
150-299 179 18.6 157 16.4
300-599 353 36.6 388 40.6
≥600 228 23.7 281 29.3

Health Very good 231 22.0 191 18.2 2.34
Good 235 22.3 235 22.4
Poor 586 55.7 625 59.5

General trust No 599 57.0 581 55.3 0.43
Yes 452 43.0 471 44.7

Government trust No 473 46.4 469 45.8 0.54
Yes 547 53.6 556 54.2

Donation ideation No 281 28.1 257 25.6 0.72
Yes 719 71.9 746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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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하는 집단(77.2%, 76.5%)에서 장기 기증 의사가 높았다. 정

부신뢰가 없는 집단에 비해 정부신뢰가 있는 집단의 장기 기증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반신뢰가 없는 집단보다 일반신뢰가 있는 집단

의 장기 기증 의사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신뢰변수 가운데 일반신뢰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부신뢰만이 유의

성을 나타내 정부를 신뢰할 때 장기 기증 의사가 1.63배(95% CI: 1.18-

2.25) 높아졌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가운데 성별과 교육수준만이 통계적 유의성

을 드러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장기 기증 의사가 높았고, 고등학교 

미만 학력 보유자들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들의 장기 

기증 의사가 2.13배(95% CI: 1.03-3.28) 높았다. 이밖에 다른 사회인구학

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  찰 

이 연구는 20016년 KGSS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신뢰

와 정부신뢰의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

회인구학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요인을 통제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가운데 성별과 교육수준

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에서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일부 연구[21,24]에서는 결혼상태만 영향을 미친 반면에 성별, 연령, 건

강상태가 영향을 보인 연구[22]도 있다. Cho [27]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Franklin et al. [23]의 연구는 나이, 

학력, 가구소득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

수들의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본 연구결과의 수준에서 정

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방법-교차분석, 회귀분석, 로

지스틱 회귀분석-이나 연구모형의 차이, 나아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

수들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Table 2. Difference in organ donation thought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Organ donation thought

p-valueNo Yes

n % n %

Gender Male 130 26.3 365 73.7 0.665
Female 127 25.0 381 75.0

Age (y) 18-24 22 20.6 85 79.4 0.000
25-49 75 21.7 271 78.3
50-64 91 23.5 296 76.5
≥65 69 42.3 94 57.7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157 24.6 482 75.4 0.000
Spouseless 45 45.9 53 54.1
Not married 55 20.7 211 79.3

Education <High school 76 43.7 98 56.3 0.000
Highschool 65 25.9 186 74.1
≥College 116 20.1 461 79.9

House income  
(1,000 Won)

0-149 45 36.3 79 63.7 0.000
150-299 49 33.3 98 66.7
300-599 84 22.8 285 77.2
≥600 47 16.9 231 83.1

Health Very good 142 23.5 463 76.5 0.001
Good 50 22.8 169 77.2
Poor 65 36.3 114 63.7

General trust No (careful) 155 27.7 101 22.9 0.093
Yes 405 72.3 341 77.1

Government trust No 132 29.3 115 21.9 0.010
Yes 319 70.7 411 78.1

Results of χ²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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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영향은 일반신뢰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정부신뢰는 정부

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보다 신뢰하는 집단의 장기 기증 의사가 1.63배

(95% CI: 1.18-2.25)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며, 자신이 잘 모르는 타자에게

로 확대된 신뢰를 의미하는 일반신뢰가 장기 기증 의사와 유의미한 관

계성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일반신뢰가 관계성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

가 무엇일까? 먼저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신뢰 수준

이 낮은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신뢰의 평균

은 0.43으로서 잘 모르는 타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이 과반

수를 넘고 있다(57%). 이처럼 전반적으로 일반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

에 장기 기증 의사에 일반신뢰가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둘째, 매우 조심스럽지만 뇌사 후 장기 기증이라는 행위가 일반신

뢰보다는 다른 특성과 더 관계성을 갖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된다. 

서론에서 신뢰의 핵심적 구성부분이 호혜성임을 언급하였다. 사전

적 의미에서 호혜는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

나 호혜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호혜성은 신뢰와 불

가분의 관계이자 통합된 일부임을 지적하였다[10]. 이 지점에서 눈여겨 

볼 점은 호혜성이나 일반신뢰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호혜성은 관계에서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이며, 관계당사자

들이 도움(피해)을 되갚음으로써 그러한 의무감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 신뢰 역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Mayer et al. [28]은 신뢰를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수행

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호혜성이나 일반신뢰 모

두 나의 선의에 대해 익명의 타자가 선의로 행위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함축한다. 

이에 비해 뇌사 후 장기 기증은 기증자 자신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

므로 더 이상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신뢰

나 호혜성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다. 물론 동료 인간의 호혜성을 믿

고 동료 인간을 신뢰할 때 대가 없는 기증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수혜자의 어떤 선

의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

로 적어도 현재의 조건에서 뇌사 후 장기 기증은 일방적인 이타주의 

정신이나 희생정신 혹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의 선한 도덕적 

품성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뇌사 후 

장기 기증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선하고 값진 행위임을 알려주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매우 큰 힘을 발휘할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논의가 우리사회에 일반신뢰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신뢰와 함

께 일반신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신뢰가 낮은 수준이어서 장기 

기증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둘째, 뇌사 후 장기 

기증과 일반신뢰가 관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뇌사 후 장기 기증 

행위는 신뢰나 호혜성과 관련이 있는데[6,13-16], 적어도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 일반신뢰 수준이 낮아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별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이타주의가 장기 기증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혜성이나 일반신뢰의 부족이 뇌사 후 장

기 기증의 저조와 연결된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현실이기에 더욱 호혜성이나 일반신뢰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신뢰는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장기 기증 의사가 1.63배 높

아진 것이다. 정부신뢰에는 정부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도덕적 이

행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데[29], 뇌사 후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의 도덕적 이행이 보다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The effects of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on organ 
donation intention

Variables Categories
Analysis model

p-value
OR 95% CI

Gender Male 1.00 0.043
Female 1.41 1.01-1.96

Age (y) 18-24 1.00
25-49 0.88 0.42-1.88 0.747
50-64 0.94 0.40-2.18 0.875
≥65 0.81 0.31-2.13 0.671

Marital ststus Living with spouse 1.00
Spouseless 0.65 0.39-1.16 0.117
Not married 1.41 0.92-3.36 0.205

Education <High school 1.00
High school 1.67 0.87-2.51 0.053
≥College 2.13 1.03-3.28 0.008

House income 
(1,000 Won)

0-149 1.00
150-299 0.68 0.38-1.20 0.183
300-599 1.03 0.58-1.78 0.924
≥600 1.37 0.74-2.55 0.318

Health cognition Very good 1.22 0.77-1.90 0.410
Good 1.35 0.81-2.24 0.253
Poor 1.00

General trust No (beware) 1.00
Yes 1.03 0.69-1.35 0..863

Government  
trust

No 1.00
Yes 1.63 1.18-2.25 0.00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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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뇌사자 장기 기증 경우,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히면, 누구에게 

어떤 장기를 기증할지는 정부, 곧 KONOS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상

황에서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에서 정부가 일을 잘 수행했는가라는 정

부능력에 대한 질문은 곧 정부가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의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과 같은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 장기 기증이 가족 간 이식이라는 생체 이식은 예외적으로 높은 반

면 뇌사 후 장기 기증이 낮은 이유를 이타적이고 공공적인 사회시스템

을 구성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 선행연구[6]의 논의와 부합된다.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이 있는 만큼 장

기 운용 체계를 공익을 위해 이타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그러

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획득이 장기 기증의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

신뢰 연구자들 사이에는 일반신뢰가 정부신뢰를 촉진한다는 주장

[30]과 정부신뢰가 일반신뢰를 촉진한다는 주장[31]이 공존한다. 본 연

구의 조사 자료는 우리사회에 일반신뢰가 크게 부족하여 정부신뢰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뇌사 후 장기 기증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장기 운용에 대한 신뢰, 곧 

정부신뢰를 통해 일반신뢰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정부가 장기 기증 제도를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

는 책무 이외에 정부제도나 시민적 교육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이타

성, 호혜성, 일반신뢰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 또한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대해 일

반신뢰는 관련성이 없고 정부신뢰만이 관계성을 보였다. 일반신뢰가 

관계성이 없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일반신뢰가 낮은 현실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런 조건에서 뇌사 후 장기 기증은 일반신뢰

보다는 이타주의나 희생정신 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

다. 일반신뢰와 달리 정부신뢰는 뇌사 후 장기 기증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증 장기를 잘 운영할 

것이라는 신뢰가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일반신뢰가 저조하며, 장기 기증에 별 영향력이 

없는 반면에 정부신뢰가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뇌사 후 장기 

기증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이타적이

고 공공적이며 공정한 장기관리의 제도화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할 것

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일반신뢰가 저조한 가운데 정

부신뢰만 장기 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신

뢰(이타적이고 공익적이며 공정한)를 통해 일반신뢰를 함양할 수 있다

는 점에서도 정부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

으로 일반신뢰가 저조하여 일반신뢰나 호혜성보다는 일방적 이타주의

나 희생정신 등이 장기 기증과 관련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장

기 기증 교육과 홍보에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종속변수인 뇌사 후 장기 기증 의사가 예, 

아니오의 이분범주로 구성되고, 독립변수인 일반신뢰나 정부신뢰가 

모두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각은 단순하게 양

분하기 어려우며, 신뢰 역시 다양한 차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사 후 장기 기증 문제에서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의 생

각이나 다양한 신뢰의 차원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를 통해 보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점

들을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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