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허가│부산광역시 허가 제2015-57호(2015.12.15)
･근거│『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법원 등기번호│185122-0004979 (2015.12.29)
･국세청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131-82-31536 (2015.12.29)
･정부 공익성기부금대상 지정단체│기획재정부 공공 제 2016-51호 (2016.03.31)

01. 
100만→ 26만명･･･돈벌사람사라진다

(조선일보 2020.06.22.)

저출산관련 통계자료
저출산發 ‘교원축소’… 11월임용시험부터적용된다

(서울경제 2020.05.11.)

최악의출산율에도20대절반＂자녀없어도돼＂
(경북매일 2020.06.18.)

난임50%가남성때문… 숨겨진정자찾기만해도…
(헬스조선 2020.01.21.)

6~21세 학령인구 전망연간 출생아 수

2019 성별･연령대별난임진료환자수



연구원 소식
기관 소식

2020.01.04 대한 남성난임대책 개발위원회 회의
･장소: 여의도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 7번방
･참석자: 박남철, 서주태, 김수웅, 문두건, 민승기, 박흥재, 손환철, 송승훈, 문기혁, 민승기
이승주, 류지간, 박민구, 정재용, 이원기, 김종현, 전진현

2020.01.17 국회토론회 –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장소: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석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규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남철,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손문금, 대한남성과학회장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상임이사 박흥재, 송승훈
서주태 비뇨의학과의원 원장,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민승기

2020.01.14 정자은행연구원 – 씨젠의료재단 연구협력 심화회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임직원, 씨젠의료재단 박기형 원장

2020.02.14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 센터 공모사업 준비 회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옥숙련 팀장, 부산대학교 난임센터 주종길 교수
부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강윤 교수,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남철 이사장
박호국 본부장, 박민정 연구교수

2020.02.17 남성갱년기 개선 기능성소재 개발 공동연구 1차 회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임직원, ㈜피에스에이(PSA) 권미진 대표

2020.02.20 주보선 부원장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과제명: 난소기능개선 효능의 visfatin 유래활성 펩타이드 개발
･총 연구기간: 2020.03.01. - 2023.02.28(3년)
･주관기관: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책임연구자: 주보선 부원장

2020.03.04 남성갱년기 개선 기능성소재 개발 공동연구 2차 회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연구분야: 전립선비대증(BPH) 환자에서 용경천/쏘팔메토 복합제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

･참석자: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임직원, ㈜피에스에이(PSA) 권미진 대표

2020.03.30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이사회)
･참석자: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 전원 (위임자 1명 포함)
･결의방법: 서면심의 및 카카오톡 그룹대화방

2020.04.01 제5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新春맞이 봄 소풍
･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산 공원
･참석자: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임직원

2020.05.29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Pre-meeting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포인트웹 진성호 대표, 박민정 연구교수

2020.06.05 언양 파인힐병원 H동 증축공사 착공식 안전기원제 참가 및 6월 2차 월례회의
･장소: 언양 파인힐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참석자: 파인힐병원 (이사장 박정미, 원장 김진목),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임직원

2020.06.17 남성불임 기초연구 결과 발표회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연구제목: Recovery & fertilization enhance effects of Hyaluronic Acid & -glucan in       
Busulfan-induced Testicular Failure   

･참석자: 박남철, 천원희, 박민정 이유미

2020.06.30 공공정자은행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및 중식
･주제발표: ⓵ 정자 기증 및 수증자 모집과 상담을 위한 올바른 고객 응대법

(부산대학교병원 고객지원센터 박영춘 팀장)
⓶ 부산대병원 공공정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민정 연구교수)
⓷정자 기증 수증과 관련된 최근 입법 동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

02. 

국회토론회
2020.01.17

정자은행연구원-씨젠의료재단
연구협력 심화회의

2020.01.21

부산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 센터 공모 회의

2020.02.14

남성갱년기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공동연구 1차 회의

2020.02.17

남성갱년기 개성 기능성 소재
개발 공동연구 2차 회의

2020.03.04

제5회 신춘맞이 봄 소풍
2020.04.01

주보선 부원장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2020.02.20

정자은행연구원
홈페이지 개선 활동

2020.05.29

언양 파인힐병원 H동 증축공사 착공식 및 6월 2차 월례회의
2020.06.05

남성불임 기초연구 결과 발표회
2020.06.17

역대 임직원 근무 현황 (20202.06 현재)
직함 성명 근무기간 직함 성명 근무기간

이사장 박남철 2015.12 - 현재 연구원 류장현 2017.03 – 2017.07

사무총장 박춘한 2016.03 – 2019.02 연구원 황윤경 2015.01 – 2017.03

연구원장 이규섭 2015.12 - 현재 연구원 천지민 2017.08 – 2018.01

본부장 박호국 2019.03 - 현재 연구원 최윤주 2017.03 – 2017.11

연구부원장 주보선 2016.09 - 현재 연구원 황은정 2017.03 – 2018.02

행정부원장 이상식 2017.09 - 현재 연구원 박지현 2015.12 – 2017.12

연구교수 박민정 2016.09 - 현재 연구원 김민령 2017.12 – 2018.05

정자관리실장 임미영 2015.12 - 현재 연구원 이정빈 2018.06 – 2018.12

선임연구원 서선영 2018.07 – 2019.05 연구원 장경림 2019.01 – 2019.03

연구원 김종현 2016.03 – 2017.02 연구원 엄귀혜 2019.05 – 2019.08

연구원 이수애 2016.03 – 2017.02 연구원 김진화 2019.10 – 2020.01

연구원 이경희 2016.10 – 2016.12 연구원 이유미 2020.02 - 현재

연구원 구연경 2015.01 – 2017.03

소수의 기득권 층이 만들어낸 장벽이 변화와 혁신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

공공정자은행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2020.06.30



2020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건강정책과-6747)03. 
사업명 부산광역시 공공정자은행 - ICT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사업비(천원) 총 160,000원 (부산광역시 80,000원, 자부담: 20,500원, 부산대학교병원(현물): 59,500원) 

참여기업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제 1세부
정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

추진 내용

• Sperm Matct®통한 정자 기증자-수증자 비식별
정보 적합성 제공 만족도 조사

• 비배우자 기증 정자 동결 보존 사업 확산
• 저출산 극복 시민 홍보 자료 개발
• 기증 정자 운송 시범 사업

제 2세부
공공정자은행 ICT 네트워크 확산

• 비배우자인공수정 평가 프로그램 개발
• 최적의 정자 제공을 위한 SpermMatch®  
･SpermNet® 프로그램 개선및 안정화

• 정자은행 ICT 네트워크 구축 확산

제 3세부
부산광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가임기 남성에서 자가 정액분석을 이용한 가임
력 평가 시범 사업

• 남성난임 유병률 및 비배우자 인공수정 수요 예
측 조사

• 정자은행 국제협력사업
• 자발적 정자 기증자 인식조사

월례회의 ･1월 월례회의(2020.01.20)
-주제: 2020년도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의 방향설정 및 예산안 논의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2월 월례회의(2020.02.03)
-주제: 2019년도 부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결과, 주요 계획 보고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3월 월례회의(2020.03.02)
-주제: 남성난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 파악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4월 월례회의(2020.04.01)
-주제: 2019년도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제10회 정기이사회 서면개최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5월 월례회의(2020.05.07)
-주제: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6월 1차 월례회의(2020.06.03)
-주제: ⓵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및 사업 활동 보고

⓶ 홍보 포스터 제작 진행 사항 보고
⓷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사항 보고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학술 / 연구 활동04. 
학술대회
•제9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학술대회, 제155차 부산지방남성과학회 학술대회,제3회 글로벌생명윤리정책포럼 공동 개최

게재 논문
･ Park JH, Pakr K, Park NC, Pakr HJ. How Can We Predict a Successful Outcome after Varicocelectomy in Painful Varicocele Patients? 

An Updated Meta-Analysis. World J Mens Health. 2019;3:doi:10.5534/wjmh.190112.

･ Park MJ, Ahn JW, Kim KH, Bang J, Kim SC, Jeong JY, Choi YE, Kim CW, Joo BS. Prediction of Ovarian Aging Using Ovarian Expression of BMP15,       
GDF9, and C-KIT. Exp Biol Med (Maywood). 2020;245(8):711-719. 

･ Park BK, Park MJ, Kim HG, Han SE, Kim CW, Joo BS, Lee KS. Role of Visfatin in Restoration of Ovarian Aging and Fertility in the Mouse Aged 18        
Months. Reprod Sci. 2020;27(2):681-689. 

･ Ku JY, Park MJ, Park HJ, Park NC, Joo BS.Ku JY, et al. Combination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and Hydrogen-Rich Water Improves Spermatogenesis and Sperm Motility in Male Mice. Chin J Integr Med. 2020;26(5):361-369. 

외부 연구비: 한국연구재단
･과제명: 난소기능 개선효능의 visfatin 유래 활성 펩타이드 개발 (책임연구자: 주보선 부원장)
･총연구기간: 2020.03.01 – 2023.02.28 (3년)  ･주관기관 :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공동연구기관: 부산대학교 화학과, 나노융합기술학과
･연구비지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비: 한국연구재단(1억9천/년)

홍보05. 
Ⅰ. 포스터 난임극복 2종, ←p.1

•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7층 강당 • 일시: 2020년 1월 8일 (토) 14:30 – 18:30
• 진행:  박민구 교수 (인제의대)
• 주제/발표자

Symposium Ⅰ: 생명윤리 좌장: 박남철(부산의대), 박흥재(성균관의대)
- 인간배아연구에 관한 윤리적 쟁점 (울산대 이향연 교수)
- 로봇과 인간의 성윤리 (성균관의대 양광모 교수)
Symposium Ⅱ: 기능의학의 현장 좌장: ZC Xin(Beijing, China), 손환철(서울의대)
- 비타민 주사요법 (박혜경 내과의원장)
- 국산 Li-ESWT for ED: KFDA Approval and Effectiveness (가톨릭의대 김강섭 교수)
- BPH/LUTS 환자에서 사군자의 임상적 효과 (고려의대 안순태 교수)
- 여성 요실금의 비수술적 관리: 전기자극요법 (가톨릭의대 배상락 교수)
-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항노화 진료지침 (권헌영 맨앤우먼비뇨의학과원장)

Symposium Ⅲ: 보다 쉬운 음경수술 좌장: 문두건(고려의대), 정경우(비뇨의학과의원장) 
- Modified surgical technique for Peyronie’s disease : Multiple grid incision with 
collagen fleece (고려의대 문두건 교수)

- 잠복(매복)음경의 쉬운 외과적 교정 (박성진 진연세비뇨의학과의원장)

Ⅱ. 팜플렛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 네트워크

박남철 교수 박흥재 교수XC Xin 교수 손환철 교수문두건 교수 정경우 원장

공동 연구 수행
･과제명: Recovery & fertilization enhance effects of Hyaluronic     

Acid & b-glucan in Busulfan-induced Testicular Failure   
dysfunction of the male reproductive system
･연구기간: 2019.09 – 2020.12 
･공동 연구자: 천원희 (부산대학교 대학원 비뇨의학 전공)

･6월 2차 월례회의(2020.06.05)
-주제: ⓵ 보완대체의학 현장 탐방

⓶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내 미술
작품 및 소품 배치 토의

⓷ 고액 후원자를 위한 주요 업무 보고
-장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회의실

･공공정자은행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2020.06.30)
(p.2 연구원 소식)

사업기간 2020.03.01 – 2020.12.31 (10개월) 

내 자신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사고와 행동은

생명윤리 연구의 시발점에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되었다.

기획 및 인쇄: 세리윤 , 디자인: 백문현



저출산 관련 주요 언론보도06. 
• 2020.01.12.  난임 50%가 남성 때문… 숨겨진 정자 찾기만 해도… (헬스조선)  
• 2020.01.16.  김광수의원,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 개최

(국회뉴스)
• 2020.01.17.  난임정책 사각지대, ‘남성난임’…”비뇨기과 검사 활성화해야“

(한국경제,연합뉴스)
• 2020.01.17.  남성난임 문제 해결 정책적 방안 모색해야 (메디포뉴스)   
• 2020.01.18.  제4회 대한비뇨생식기통합기능의학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메디테크뉴스) 
• 2020.01.20.  남성 난임 느는데…”난임 지원, 여성･산부인과에 집중“’저출산 시대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국회 정책 토론회서 지적 (국민일보)  
• 2020.01.20.  남성난임 해결 위한 정책 방안 모색 (kna병원신문) 
• 2020.01.20.  “난임･불임 문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정부 정책 여성 중심 지원만 이

뤄져“ ”남성 불임 진찰료 신설 등 정책 수정 필요“ (헬스코리아뉴스)
• 2020.01.20.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남성 난임 환자 수 매년

늘지만 문제 방치, 남성 난임 수가 신설･공공정자은행 체계 마련 시급
(한의신문)

• 2020.01.21. ‘생명 윤리‘ 주제로 비뇨생식기통합기능의연구회 학술대회 열려
(현대건강신문)

• 2020.02.12. 난임 진단 받는 男 늘고있다 (메디컬투데이)
• 2020.04.23. 난임30%, 남성이 원인… 피해야 할 생활습관 (헬스조선)
• 2020.05.11. 저출산 發 ‘교원축소’…11월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서울경제)
• 2020.05.22. [건강칼럼] 늦어진 결혼적령기와 출산시기로 난임 늘어… 인공수정으로

희망을!  (조세금융신문)
• 2020.05.31. 초이스맘…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조선일보)   
• 2020.06.01. 서주태 원장의 ‘씨 없는 수박’ ⓸ 고환 온도와 정자의 질 (여성동아 난임 TV)  
• 2020.06.09. [메디컬 칼럼] “아이낳기 싫은 나라엔 미래 없어 안전한 임신･출산 위한

정책 시급＂ (조선일보)  
• 2020.06.18. 국민 3명 중 1명 “결혼 후 자녀 필요없다“ (경상매일신문)
• 2020.06.18. 최악 출산율에도… 20대 절반 “자녀 없어도 돼” (경북매일신문)
• 2020.06.18. [2019 사회지표] 지난해 가임여성 1명당 0.92명 출산 ‘역대 최저‘ (매일일보)
• 2020.06.22. 100만 → 26만명… 돈 벌 사람이 사라진다 (조선일보)

인사동정07. 
2020.01.31 김진화 연구원 퇴사,  2020.02.01 이유미 연구원 입사,  2020.05.07 임미영 정자관리사 정자관리실장 임명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후원금08. 

후원금 입금계좌 ㅣ 농협: 301- 0184-1755-31 예금주 ㅣ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공익성 기부금 조세감면 지정단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51호>

당신이 있어 난임의 언덕을 넘어 가족이란 열매가 익어갑니다.

Ⅲ. TV 방영 - 부산MBC : 모두의 티비, 띵언스쿨

주제Ⅱ: 정자도 은행이 있다 (출연: 박민정 연구교수)주제Ⅰ: 씨도둑질은 못한다 (출연:임미영 정자관리실장)

Ⅱ. 2020.06.17. TV 방영

<현금> 
(주)마하도피안, 세정나눔재단, 베스트비뇨기과, 김병세, (주)신성여객, 김준욱, (주)코모도호텔(2회), 강병창(10회), (주)보성IND, (주)아남약품, 황국형비뇨기과, 대구코넬비뇨기과, (주)골든블루(2회),
박재홍, 박소희, 홍재석, 전병주, 김희숙(2회), 조향미(3회), 전병주, 민권식, 박규욱, 한마음창원병원, 우일상운㈜, ㈜천호식품, ㈜일신설계, 구자현, 서충현, 홍상의, 부산은행, 고종원, 김승춘, 이상직,
김경이, 비엔팜, 허경욱, 우종철, 정경우, 김현정, 좋은삼선병원, 윤표희, 황대성, 자모여성병원, 김정애(12회), 구자억, 김경란(45회), 차일찬(18회), 이은희(18회), 임미영(3회), 최규환, 장미견(13회),
박수복, ㈜효원메디콤, 김환건(2회), 김태영(2회), 김병석, 에이플러스기획, 황윤경, 구연경, 이무연, 김병영(2회), 김상국(45회), 부경축산물운영, 유정민, 전성희(10회), ㈜두한바이오(2회), 일광전기,
하청호(45회), ㈜우진메디텍, 김세웅, 문두건, 김광석, 류시욱, 임무성, 림스테크놀로지, 김효기비뇨기과, 김영식, 방성필, (재)대각문화(45회), 이룸여성의원, 허기도, 손호영, 성인기비뇨기과, 이경희,
최영훈, 김도완, 손정호, 김종현, 강성민(2회), 농협 부산대학교병원, 유형준, 박남주, 송우산업(주), 손영진, 동성산업(주), 엘르메디산부인과, 요편한비뇨기과, 정주혁, 오금수, (주)화인인터내셔널,
사회적협동조합애연복지관, 정규익(2회), 손동길, (주)낙연, 은산해운항공, 한미약품, 박태호, 서윤성, (주)한국카본, 이영화, 허은아, 정종원, 임기옥, 김종남, (주)디쓰리모터스, (주)아이엠에스, 이주현,
의료법인 명경(2회), 한미레미콘, 류창희, 김성호, 김한성(8회), 심성용(7회), (주)삼익, 염대범(2회), 김병길, 유문형(2회), 유호경, 신명약품(주), 하현욱, 이상식, 뉴티디스토리, 태도건, 오동율, 박종임,
김정호, 윤주식, 안지영, 최윤주, 새덕천방사선과의원, 조아방, 김병섭, 정철호, 정민수, 문시현, 송인호, 배건우, 박은향, 노희정, 황정호, 함란화, 정회근, 김연, 김도성, 한영일, 서선영, 송경숙, 김종일,
노무법인 부산삼신, 김두호, 강동국, 신주근, 배영미, 최수열, 이신우, 김대현, 여민수, 표종완, 박미덕, 대명시스템즈, 온담, 천지민, 박민정, 최성진, 이홍희, 김래영, (주)정산개발 박수관, 곽상진, 김소형,
박정묵, 부산센텀병원, 유청수, 윤진선, 홍미라, 김성인, (주)신대양 양재원, 백춘흠(5회), 홍진욱, 한웅건설(주), 김혜선, 파인힐병원, 궁전종합건설(주), 김용배, 김종환, 김영구, 손동진, 밀림북,
한미T빌딩, 이정빈(3회), 신정택(2회), 박춘한(2회), 강면규, 박정곤, 정유석, 김대일, 천원희, 진영태, 석형택, 박원양, 차상철, 이창현, 이정화, 박범석, 부산지방남성과학회(2회), 박준석, (주)인트인,
박현철, 오철규(2회), 양문자(2회), 김민수, 협성건업(주), 보해토건, 김태남, 권칠우, (주)엠네트, 박남철, (주)서원유통, 이유미

Ⅳ. 공익광고 - 정자 기증자 모집

부산일보 (2020.06.01.10면)

국제신문 (2020.06.08.12면)

국내 대학교 홈페이지
• 부산대학교 (6회) 

www.pusan.ac.kr
• 부경대학교 (5회) 

www.pknu.ac.kr

• 한국해양대학교 (3회)
www.kmou.ac.kr

• 부산교육대학교 (2회)
www.bnue.ac.kr

관련 기관, 학회 및 단체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과대학)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시 지부
• 한 자녀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Ⅰ. 2020.05.23. 제작 인터뷰 및 촬영 리포터: N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