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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회 발전 기여할 것”
소망소사이어티 “사후 연구 목적 시신 기증 한인 증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소망소

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UC 어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벌이고 있는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1,792명(이달 1

일 현재)의 한인들이 사후 자신의 시신을 의과대학 교

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는 소

망소사이어티가 시신 기증 캠페인을 벌인 지 불과 6년 

만의 결과로, 이처럼 많은 한인들이 시신 기증 서약 사

실에 대해 UC 어바인 측은 물론 미 주류사회도 놀라워

하고 있다.

지난 9일 소망소사이어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구촌에 재앙을 몰고 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인들 사이에도 죽음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죽음 준비의 한 방법으로 시신 기증에 대한 문의가 증

가했다.

또 시신 기증을 약속한 한인 356명(남성 142명, 여성 

214명)을 대상으로 2달여에 걸쳐 전화 인터뷰한 결과, 

시신 기증을 약속한 이들의 연령대는 70~80대가 전체

의 79%(281명)에 달했다. 이어 60대(52명), 90대와 50대

가 각각 10명, 40대 4명 순이었다.

미국 이민 기간이 길수록 시신 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 기간 30~40

년인 경우가 14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체류기간 20년(57명), 10년(32명), 50년(12명), 10년 미만

(10명) 순이었다. 이민 기간이 60년 이상인 사람도 세 명

에 달했다.

부부가 함께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시신 기증을 약속한 이민 40년 차의 한 모

씨 부부는“땅에 묻히면 뭐하느냐? 시신일 망정 좋은 일

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신 기증의 동기는‘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

해서’가 126명(69%),‘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 주

려고’가 28명(8%),‘장례간소화를 위해’19명(5%),‘가

족이 없어서’12명(3%),‘종교적 이유’5명(1%) 순이었

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는 개신교 297명, 가톨릭 25명, 

불교 5명, 기타 종교 4명, 무종교 23명으로 집계됐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한인들

이 의학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이는 이른바‘웰다잉’의 산물”이라

고 전했다.

소망소사이어티 측은“지난해 3월 초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자니 윤(한국명 윤종승) 씨도 사

후 시신을 기증했다.”며“고인은 지난 2017년 소망 소사

이어티에 직접 시신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 문의: (562) 977-4580

민주 평통 
OCSD협의회, 

온라인 강연회 개최

민주 평화 통

일자문회의 오

렌지샌디에고 

지역협의회(회

장 오득재, 이하 

OCSD협의회)

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

에 걸쳐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

한다.

먼저 첫날인18일에는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

수가 강사로 나서‘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

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정 교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2일 두 번째 강연회에서는‘김정은 시대 새

로운 아젠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제목으

로 전영선 건국대학교 연구교수가 강연한다. 전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문위원,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회의 평화통일교육위원장, 통

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강연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OCSD협의회 측은“각 강연마다 강사님들께

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참석자 5분을 선정하

여(총 10명) $50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선물한

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유튜브 라이브 링크: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 https://

www.youtube.com/watch?v=d6XVL QEbDbc

김정은 시대 새로운 아젠다‘우리 국가제일주

의’: https://www.youtube.com/watch?v =PuR 

_BDJ29NQ

▶ 문의: (714) 537-6919

              Fax : (714) 537-6945

             19nuacocsd@gmail.com

OC보건국, 전 주민에 코로나19 검사키트 무료 배포

오렌지카운티(OC) 주민들은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OC보건국은 10일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코로나

19 검사 키트를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

혔다. OC는 1차로 타도시에 비해 코로나19 사태가 특

히 심각한 산타애나와 애나하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액(침)을 이용한 검사키트 만 2천 개를 지난달 23일부

터 제공했다. OC보건국은 2차로 올 연말까지 검사키트 

50만 개를 더 제공할 계획이다. 

OC보건국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배포 지역을 카운티 

전역으로 넓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키트는 OC보건국 웹사이트(ocheal 

-thinfo.com/covidtes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금

요일 오후 1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바로 검사 

키트를 받아볼 수 있다. 금요일 오후 1시 이후 또는 주말

에 신청할 경우, 그 다음주 화요일에 키트가 도착하며 페

덱스 prepaid 반송 우편으로 반송하면 48시간 후에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체 채취와 반송 방법은 제공되는 검사키트에 자세하

게 안내돼 있다.

▶ 문의: (800) 564-8448

▲ 오득재 회장. 사진=OCSD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