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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 치료안내 

 

현재 대한민국에 기존하고 있는 치료법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한되고 있거나 지지되고 

있지 않는 치료방법들과 서비스를 찾으시고자 저희 Fertility Institute of Hawaii 

를  선택하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현재 기존하는 

기증정자가 적습니다; 법적으로 한 남성이 평생 한번의 기증밖에 할수 없다고 정해져 

있기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기증 정자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사용가능한 정자의 

양과 선택의 폭이 적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난자기증 그리고 

대리모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불임환자분들이나 부부가 동반하여 저희 FIH 로 

해외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높은 임신확률과, 고향에서는 아직 가능하지 않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으러 오십니다. 저희 클리닉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력있는 한국인 IVF 간호사와 

코디네이터들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증난자 시험관 아기 (Donor Egg In Vitro Fertilization in Korea) 

 

기증난자를 이용한 시험관 아기는 부부들과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익명" 기증난자는 현재 대한민국 법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보다 

가깝고 하와이의 최상적인 로케이션과 최고적인 기증난자 시험관 아기 성공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Institute of Hawaii 로  한국 환자분들께서 난자기증 싸이클을 

받으시러 많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PGS 배아이식 전 염색체 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 또는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검사 중 한국에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시는 한국 분들도 계신데요. PGS 라는 검사를 통해 

부부나 커플들이 배아를 이식하기 전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실하게 처음부터 염색체 정상인 배아를 이식 하기위해 PGS 는 모두가 사용을 하실 수 

있으나, 염색체 이상인 배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임신 가능한 고연련층 

커플들께는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경험이 많은 커플들께도 PGS 를 

사용해 유산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GS 를 사용한 성별선택이 불법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PGS 는 테스트된 배아의 염색체 이상을 검사하는 동시에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 

입니다. PGS 검사가 완료되면 커플과 부부들께선 꿈꾸시는 가정의 

조화를 이루시는데 이식 될 배아의 성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 정자 시험관 아기 (Donor Sperm In Vitro Fertilization) 

 

한국에서는 현재 익명 기증정자 사용이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힘드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많은 커플들 께서는 해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사용가능한 기증 정자가 대체적으로 더 많은 곳을 가정을 세우시는데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Fertility Institute of Hawaii 클리닉에서 여러분의 기증정자 시험관 아기 

싸이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Contact Us (연락방법) 페이지로 오셔서 인터네션널 IVF 코디네이터와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과 함께하는 한국 공식 에이전시, Hawaii Med (하와이메드) 와 연락을 

원하신다면  에이전트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hem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