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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4월 3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장기장기장기장기 기증을기증을기증을기증을 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장려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MEHMET OZ 의사와의사와의사와의사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하는하는하는하는 DMV의의의의  공공봉사공공봉사공공봉사공공봉사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발표발표발표발표 

“닥터닥터닥터닥터 오즈오즈오즈오즈 쇼쇼쇼쇼"의의의의 인기인기인기인기 TV 명사명사명사명사 겸겸겸겸 외과의사가외과의사가외과의사가외과의사가 4월월월월 한한한한 달달달달 동안동안동안동안 라디오라디오라디오라디오, TV 공익공익공익공익 광고에광고에광고에광고에 출현합니다출현합니다출현합니다출현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차량부(DMV)가 뉴욕주 Donate Life Registry에 등록된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미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여 잘 알려진 심장 외과의 

겸 인기 텔레비전 명사인 닥터 오즈 쇼의 진행자 닥터 Mehmet Oz와 함께 하는 공익 캠페인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DMV의 “조금만 더 가서 장기 기증자가 되자” 

캠페인에 속하며 4월의 전국 생명기증의 달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주적으로 방송될 

것입니다. 이 공익 광고는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되었고 닥터 오즈가 제작하였습니다. 닥터 오즈는 

그의 시간과 그의 제작진의 시간을 기부하였습니다.  

 

“주 전역을 다니면서 본인은 뉴요커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동정심이 많고 이기심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에 의해서 압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국 

생명기증의 달을 시작함에 따라 본인은 뉴요커들이 뉴욕주 생명기증등록소에 등록하여 장기 

기증자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또한 주 전역에 홍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우리의 공익 광고에 참여해주신 오즈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Dr. O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외과의사로서 저의 경력 전체를 통해 저는 생명을 

구하는 심장 이식을 수 백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이 기적 같은 수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 많은 생명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Oz 박사는 

뉴요커들에게 “같이 힘을 합쳐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기증등록소에 등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기 위해 

오즈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너무 열성적이고 친절하셔서 기뻤습니다”라고 DMV 

커미셔너인 Barbara J. Fiala는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필요성은 큰 데, 이러한 공익 광고를 통한 

오즈 박사님의 지원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것임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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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익 광고는 뉴욕주방송협회를 통해 전주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방송협회는 오즈 

박사님이 본 공익 광고에 참여하시도록 주선도 해주었습니다. 비디오는 방송도 되고 다음 DMV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dmv.ny.gov/mydmv/organ-pop.htm.  

 

한 명의 장기 기증자는 장기, 조직 및 각막을 기증함으로써 최대 8명을 살리고 최대 50명의 인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병력에 관계 없이 잠재적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이 의료 또는 장례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기증자나 

기증자의 가족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뉴요커는 MyDM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하거나, DMV 사무소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 기증자 양식을 작성하여 보건부에 

우송함으로써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 10,000명의 뉴요커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13시간 마다 또 한 명의 

뉴요커가 이식을 기다리다 죽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42%에 비해 18세 이상 뉴요커 중 20%만이 

NYS 생명기증등록소에 등록하였습니다. 

 

Dr. Mehmet Oz는 하바드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및 

와튼스쿨로부터 공동 M.D./MPA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하는 이외에 

컬럼비아대학교 외과학 부회장 겸 심장수술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심혈관연구원의 원장이며 New York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의 보완의학프로그램의 창립자 겸 

이사입니다. Dr. Oz는 1999년의 수상작 “Healing From the Heart”를 포함하여 350여 건의 출판물의 

저자입니다. 그는 몇 건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yDMV에 가입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되기 위해 등록하려면 DMV 웹사이트인 dmv.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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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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