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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한석주 교수팀, 3세 여아 로봇 수술 성공 
 

기사입력 2010.12.21 16:38:14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팀이 지난달 다빈치를 

이용해 3세 여아의 담관낭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 측은 한석주 교수팀이 2008년 처음으로 소아 로봇수

술을 성공한 이후 최근까지 4명의 소아에 대해 로봇수술을 

시행했으며, 모두 예후가 좋아 개복수술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로봇수술을 받은 3세 여아의 경우 수술 후 3

일째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4일째에는 배액관 제거, 일주일 

후 퇴원했다. 이는 개복수술을 한 경우보다 평균 하루 이틀 

빠른 결과다.  

 

소아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 로봇수술이 어렵다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은 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성

인보다 체력이 약한 소아에게 더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석주 교수는 “소아는 장기가 작기 때문에 수술할 때 특히 더 섬세함이 요구된다”며 “3D 영

상과 손떨림 방지 등 다빈치의 장점이 소아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기 ‘다빈치’를 도입한 이래 수술 5000례를 넘어서

며, 국내 로봇수술을 선도하며 다양한 수술 분야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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