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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은행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최초의 창조형 비영리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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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허가 제 2015-57 (2015.12.15)/법원 등기번호 000497, 등록번호 185122-0004979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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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원 CI, 시설, 핵심전략 및 운영체계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CI (2016.1)│ │핵심 전략 사업│

공공정자은행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핵심 전략

공공정자은행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관련 법.

 규정 분석 및 
정책 개발

연구기반 구축 
및 정자학.냉동 
기술 연구 

 정자은행의 표준 
운영 
지침 완성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융복합 의료산업 
및 관광 지원

│시설 개요│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Sperm Bank(KoIPSB)

저출산과 난임문제의 해결,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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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04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87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5F (연면적 188.5㎡)

사무총장실 면적 23㎡ 학술연구실Ⅰ 면적 20㎡ 학술연구실 Ⅱ 면적 22㎡

문서보관실 면적 2.5㎡ 회의실 및 로비 면적 35㎡ 공용시설 로비 면적 86㎡

(가임여성1명당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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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노인(65세 이상)이 어린이(0~14세)보다 많은 지자체│

│노동연령인구 감소(예측)연도│ │현 출산율 지속시 주요도시 향후 인구│

인사동정

•2016.3.28 사무총장 박춘한
前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前 부산경륜공단 스포원 이사장

•2016.3.8 연구원 이수애
영어영문학 학사

•2016.9.1 연구부원장 주보선
이학박사, 부산대학교 슈퍼컴퓨
팅센터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이경희
이학박사

•선임연구원 박민정
이학박사

후원금 ｜공익성 기부금 조세감면 지정단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51호>｜ 05
<현금> (주)마하도피안, 세정나눔재단, 베스트비뇨기과, 김병세, (주)신성여객, 김준욱, (주)코모도호텔, 강병창, (주)보성IND, (주)아남약품, 황국형비뇨기과, 대
구코넬비뇨기과, (주)골든블루, 박재홍, 박소희, 홍재석, 전병주, 김희숙, 조향미, 고은양, 민권식, 박규욱비뇨기과의원, 한마음창원병원, (주)우일상운, (주)천호
식품, (주)일신설계, 구자현, 서충현, 홍상의, 고종원, 김승춘, 이상직, 김경이, 김한성, 비엔팜, 허경욱, 황대성, 우종철, 정경우, 김현정, 좋은삼선병원, 자모여
성병원, 김정애, 구자억, 윤표희, 김경란, 차일찬, 심성용, 이은희, 이점규, 임미영, 최규환, 장미견, 김태영, 박수복, 이상익, 구연경, 황윤경, Keiko Mitsui, 김환
건, 김병석, 에이플러스기획, 이무연, 김병영, 김상국, 부경축산물운, 전성희, 유정민, (주)두한바이오(이경수), (주)우진메디텍, 일광전기, 하청호, 김세웅, 문두
건, 김광석, 류시욱, 부산은행, 림스테크놀러지 , 김효기
<현물> 차영일(개원기념 수채화 서상환 화백 95cmx40cm)

<기부금 입금계좌> 부산은행 : 101-2033-9876-01 / 농협 : 301-0184-1755-31  <예금주명> (재)한국공공정자은행 연구원

(국가)

(연도)

(연도)

현판

(gaonpco 제작, 2016. 01)

불임부부의 행복한 삶! Beautiful Life for Infertile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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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Sperm Bank(KoIPSB)

학술 활동03

│한국공공정자은행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4.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7.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2차 정자은행

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단국대 제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차의대 강남차병원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5)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 지침(2009)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
   (1993. 5 대한의학협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2011. 대한산부인과학회)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불임치료 의료기관(362)
배아생성 의료기관(152)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한국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 운영실태, 
제도 분석 및 인식조사

- 부산대병원
- 서울대병원
- 고려대 구로병원
- 단국대 제일병원
- 전남대병원
- 전북대병원
-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ICT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사
관련학회 학술자문

- 대한생식의학회
- 대한남성과학회
- 대한비뇨기과학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검증 및 자문

- (재)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

- 한국생명윤리학회

- 대한생명윤리학회

국제 연구협력기반완성

- 중국 북경대학 제1의원 남과 중심
- 일본 가나자와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
  게이오대학 불임 센터
- 일본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Hospital
- 일본 Yokohama City University Hospital
- 일본 St. Marian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미국 클리브랜드클리닉 생식의학연구센터
- 영국 BESINS HEALTHCARE
- 태국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Core Tech Convergence & Integration

공여 및 수혜자의 사회적· 유전적· 
의학적 선별지표 개발

비배우자 공여정자와 수증자의 
matching system 개발

정보화 수준 결정 및 개발 기본 설계

정자은행간 업무 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전산프로그램 개발

국내 정자은행 운영 실태 및 외국 SOP 분석

한국형 정자은행 표준시설 및 
운영 Manual sop 개발

•재정 지원

•사회적 consensus

•기관정보 공유
    : 운영 지원 홍보 SOP 공유
•법률자문
•통계 및 정보분석
•보고서 작성

•기관정보 제공 

•지역특성화 전략수립 및 
   운영

•정자학 및 PSB 운영 기술
   이전 및 관련산업지원

 •의료관광 촉진

•업무보고

•정보등록
2차 정자은행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및 시민단체
•기업 및 개인

한국공공정자은행

연구원

지역거점병원 

정자은행

 •불임치료의료기관(362)

 •배아생성의료기관(152)

➜

➜

➜

➜

➜

➜

│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운영 단계별 확산전략│ │ 한국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 운영 전략│

당신의 가임력 보존 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에서.

세미나 Ⅰ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5시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실 (J동 2층)

주최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주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제/
연자

공공정자은행 정보화 사업
㈜이온엠솔루션 김광석 대표이사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세미나 Ⅱ

일시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7시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B동 3층 세미나실

주최
부산지방남성과학회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주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제/
연자

정자은행 실험실 구축과 운영
부산대병원 난임센터 고경래 박사

불임전문병원에서 정자은행 운영 경험
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장 김재명 박사

세미나 Ⅲ

일시 2016년 7월 11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실 (J동 2층)

주최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주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제/
연자

향후 정자은행 운용시 구체적으로 정의 되어
야 할 법적 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학교병원 정자은행 운영과 관련된 법률
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석

세미나 Ⅳ

일시 2016년 8월 1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실 (J동 2층)

주최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주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성의학센터

연자/
연자

PNUH Donor Selection Program이용 경험
및 평가
부산대학교병원 정자은행 임미영 정자관리사

국가 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
반 조사 결과 보고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현준 교수

지역 공공정자은행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이온엠솔루션 김광석 대표이사

공공정자은행정보화사업(SMARTPSB)의 프
로그램 소개 및 개발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메디컬 ICT
융합센터 서성현 팀장

세미나 Ⅴ

일시 2016년 8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의사실 (J동 2층)

주최 부산대학교 공공정자은행 ICT개발연구회

주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성의학센터

연제 /
연자

1차(거점)정자은행과 2차정자은행 업무협력과
ICT네트워크 구축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김종현 연구원

기관 소식02
•2015.08.17.(월)�연구소의 건물무상사용허가(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내 30평, 부산대학교병원장)

•2016.04.01.(금)�연구원 개원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5F

•2016.04.17.(일)�오후3시,�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제2세미나실,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네트워크 업무 협력
조인식

•2016.04.29.(금) 오후5시,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7층 강당,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2016년 법인 정기 이
사회 및 개원기념식

•2016.06.11.(토) 오후6시30분, 여수 엠블 호텔 2층 제피로즈룸, 한국공공정자은행협의회 제1차 회의

•2016.08.17.(수) 오후12시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의원 면담 및 생식세포관련법 입
법 제안

•2016.08.29.(월) 보건복지부 학술 용역 과제 계약, 사업명: 정자 기증 수증 및 보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계약번호:
20160903789-00(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사업기간: 2016.09.01.-12.15 / 계약금액: 76,000,000원  

•2016.09.03.(토) 오후1시30분, 부산광역시 해운대 The Bay 101 지하 1층 강당,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개원기념 학
술대회

•2016.09.13.(화) 오후3시, 부산광역시시청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거점정자은행(부산대학교병원)과 16개 배
아생성의료기관간 공공정자은행 ICT 네트워크 개발 간담회

•2016.09.26.(월) 오후5시40분,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5F 메디컬 ICT 융합센터 내 세미나실, (재)한국공공정자
은행연구원 사업설명회

•2016.10.10.(월) 오후6시30분,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5F 메디컬 ICT 융합센터 내 세미나실, (재)한국공공정자
은행연구원 – 부산광역시 배아생성의료기관 ICT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력 조인식

한국공공정자은행 네트워크
업무협력 조인식

2016.04.17

개원기념식
2016.04.29 

한국공공정자은행
협의회 제 1차 회의

2016.06.11

양승조의원 면담
2016.08.17

개원기념 학술대회
2016.09.03

ICT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력 조인식
2016.10.10

서울
33

충북
4

경북
5

대구
12

울산
3

부산
16

경남
7

제주
4

전남
3

광주
7

전북
6

대전
9

충남
5

경기도
30

인천
3

강원도
4

주요 자료04
│ 배아생성의료기관 분포 현황 (151)│

미래산부인과의원 

미래로병원 

 제일 여성병원 

 일신  엘여성의원  

삼성제일 산부인과의원 

 이룸여성의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아름병원 

좋은문화병원 

마리아의원 

 한나여성아이병원 

세화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배아생성의료기관 (16)│

│개원 기념 축하 메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