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는 실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결심을 나누세요! 장기와 조직 기증과 이식의 주인공들입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이 왜 중요한가요?
전국적으로 120,000 명 이상이 생명을 구하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스쿨 버스 2,000 
대를 넘게 채울 수 있는 사람 수입니다!
이 120,000 명의 대기자 중 4,000 명 이상이 
바로 이곳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으로 인해, 매일 
대기자 명단의 22 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누가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될 수 있나요?
연령이나 병력에 상관 없이 누구나 기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망 시점에서 행해지는 의료적 
평가를 통해 기증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자비와 관용의 행동으로 봅니다.

제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장기 기증자 한 명이 8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자 한 명이 75 명 이상에게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증에 
대한 결심을 가족 및 친구에게 얘기하십시오.
18 세 이상인 경우, 오늘 등록하세요!
18 세 이하인가요? 여전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와 조직을 기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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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er 의 여동생 Zoe 는 활기가 넘치고 상냥한, 
프레즐스틱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Zoe 

가 사망했을 때, Ameer 의 가족은 Zoe 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두 살의 나이에, Zoe 는 

네 명의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장기 기증이 우리 가족을 도왔습니다... Zoe 가 
다른 사람들의 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Ameer, 장기 및 조직 공여자인 Zoe 의 형제

여러분이 오늘 Emma 를 만난다면, Emma 가 12 
살에 심장 이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Emma 는 “정상적인” 
십대들이 하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mma 
는 연중 해변 모래사장에서 배구를 하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친구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장기 이식을 통해 인생을 최대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저와 제 가족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 커뮤니티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Emma, 심장 이식 수혜자

Emma 의 가족이 설립한 엠마를 위한 심장(Hearts for 
Emma) 은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뉴저지 셰어링 

네트워크 재단의 파트너 재단인 엠마를 위한 심장 재단은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자료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일명 영웅법 (Hero 

Act) 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www.NJSharingNetwork.org/H4E

2 자신의 결심을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합니다

1 www.NJSharingNetwork.org 을 
방문합니다
“REGISTER” (등록)를 클릭합니다
시작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자로 공식 등록하려면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60 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뉴저지 셰어링 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요?
뉴저지 셰어링 네트워크(NJ Sharing Network)는 비영리 조직으로,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장기구득기관(OPO) 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생명을 
구하는 이식이 필요한 뉴저지 주민을 위해 장기 및 조직의 구득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재단은 혁신적인 이식 연구, 
가족 지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대중 인식과 교육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Ursula 는 막 14 세가 되었을 때 MCL 이 찢어져 
거의 반 년 동안 보조 장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인대 이식 이후, Ursula 는 축구, 
학교 뮤지컬 참여 등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식받은 조직과 기증자 덕분에 저는 MCL 
이 치유되었고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Ursula, 조직 이식 수혜자

장기기증 등록소  
(Donate Life Registry)

18 세 이하인가요?

여전히 장기기증 등록소에 

등록해 바라는 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18 세가 될 때 장기 및 조직 

기증자로 공식 등록하도록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세요!

많은 이들이



자원 봉사자
지역사회 봉사 경력을 이곳에서 얻으세요! 건강 
박람회, 교통국, 예배당, 콘서트 및 스포츠 행사에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무실 자원 
봉사자가 되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volunteers@njsharingnetwork.org로 
문의하세요!

이벤트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팀을 만들어 5K 생명 축하 
(Celebration of Life)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팀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기증 학생지회
여러분의 학교에서 생명 기증 학생지회(Donate Life 

Student Chapter) 를 시작하고 장기 및 조직 기증의 
중요성을 학생 공동체에 알리십시오. 점심 식사 
시간에 테이블 전시를 개최하거나 학교 신문에 

기사 게재, 연설 기구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개인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의 
지지자라면 오늘 신청하세요!

연구
다음 번 연구 논문이나 스카우트 프로젝트의 
주제로 장기 및 조직 기증을 고려해 보세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학습
뉴저지주 뉴 프로비던스에 있는 우리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 투어를 받거나 리버티 사이언스 
센터(Liberty Science Center) 의 라이브 신장 이식 

수술(Live from Kidney Transplant Surgery)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교사가 education@njsharingnetwork.org으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지지를 알리세요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녹색 “Donate Life” (생명 
기증) 팔찌를 착용해 여러분이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이세요.

소셜 네트워킹
여러분이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세요! 녹색 팔찌를 착용하고 
셀카를 찍거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실을 공유하세요. #IGotThePower

#IGotThePower

Facebook.com/NJSharingNetwork 
에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트위터 @NJSharing 를 팔로우하세요
Instagram @NJSharingNetwork 

를 팔로우하세요

이 소책자의 기금은 엠마를 위한 심장 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엠마를 위한 심장 재단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심장 이식과 장기 및 

조직 기증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지원합니다.

www.HeartsforEmma.org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참여 및 
장기 및 조직 기증자로 등록하려면 
www.NJSharingNetwork.org 를 방문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

여러분의 결정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동에 옮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