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와
최선의

진료!

서주태 비뇨의학과
(JTS Urology Center)

▒ 진료시간 안내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3:00 - 14:00)

토요일 : 09:00 - 14:00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서주태 비뇨의학과에서는
전 제일병원 공공정자은행팀의
신뢰할 수 있는 정자은행 기술을 바탕으로
남성의 가임력을 보존하여 드립니다.

대표원장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주태
현 대한여성건강학회 회장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전 제일병원 원장, 단국의대 비뇨의학교실 교수
전 성균관의대 종신교수
원장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효석
현 대한생식의학회 기획위원
현 대한비뇨의학과 법률위원
전 제일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단국의대 비뇨의학교실 조교수
남성과학실 실장(박사) 박용석
현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심사위원회 위원
전 제일병원 생식의학연구실 실장/선임연구원
전 대한생식의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 위치 안내
7호선 논현역 3번출구에서 10m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에서 600m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에서 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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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국민은행 건물 3층
서주태 비뇨기과

정자은행

(0653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3 국전빌딩 3층

02-3443-7582
www.jtsurology.com

서주태 비뇨의학과

동결보존 방법

동결보존, 이럴 때 필요합니다!

정자 동결보존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약 3-7일의 금욕 후 정액을 채취하여 정자상태를 확인 후,
확인된 정자를 동해방지제와 적절하게 혼합하여 영하 196℃의
액체질소 탱크에 보존합니다.

고환조직 동결보존
무정자증 등의 경우, 간단한 수술방법이나 미세현미경하
고환조직정자채취술을 통해 고환조직에서 정자를 확인한 후,
고환조직을 동해방지제와 혼합하여 영하 196℃의 액체질소
탱크에 동결합니다.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환암, 임파선암, 혈액암
등은 그 발병율도 증가하지만 현재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효과가 좋아 완치율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암치료는
정자생산 기능에 치명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전,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하는 것은 완치 후 임신
을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혼이지만 현재 임신을 미룰 때
● 정자수가 적어 몇 회의 정액을 모아 시험관아기 시술에
사용해야 할 때
● 업무 특성상 난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정자 생성 기능의
저하가 염려될 때 동결보존을 추천합니다.

치료 및 수술의 경우
척추손상환자, 발기부전, 당뇨 등으로 인한 역사정, 선천적으로
정관이 없는 경우 고환조직을 냉동보관하여 시험관아기 시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액체질소 탱크

기타

‘정자은행’ 이란 무엇일까요?
남성의 임신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정자 혹은 고환 조직을
영하 196℃에서 동결보존하는 의학적 방법입니다.
냉동보관된 정자나 고환조직은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잦은 출장 또는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임신 시술 당일 정액 채취가
어렵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사정 장애를 겪을 때,
동결보존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액체질소 탱크

영하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