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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한석주 교수팀, 3세 여아 로봇 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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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팀이 지난달 다빈치를
이용해 3세 여아의 담관낭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伊 총리 베를루스코니, 호화저택 미인 파티 `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평 매장서 ‘봉지’ 갈비탕 팔아… 月1억2천 `..
20대 창업, 10년 만에 200억원대 자산가로 성장
삼성임원 부인들 눈물흘린 까닭

병원 측은 한석주 교수팀이 2008년 처음으로 소아 로봇수

유명 록가수, 여친과 길거리 베드신

술을 성공한 이후 최근까지 4명의 소아에 대해 로봇수술을

xx

시행했으며, 모두 예후가 좋아 개복수술보다 빨리 퇴원할

`살림만 하는 남편` 15만명

수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 남발했다간 한순간에 2~3등급↓
`로또` 보금자리 당첨 포기자 속출… 무슨 사연..
NHN ‘테라’ 상용화 앞두고 인스턴트 던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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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진 매경헬스 기자 [nice2088@mkhealth.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力?` 美합참의장 부인 졸도

봉지' 갈비탕 팔아 月1억2천 '대..
2평 남짓한 매장에서 ‘봉지’ 갈비탕을
판매해 하루 400~500만원의..
희림, 건설회복 '청신호' 주가 ..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금언과 같..

트위터 창업자가 밝힌 성공비결..
트위터는 실시간 글로벌 정보 네트워
크입니다.에반 윌리엄스(39) 트..

[분양특보] “월세 받아 가세요” 10년동안 임대료 대기업에서 지급”
선임대후분양으로 “치솟는 물가, 불안한 연금 한번에 해결했어요” 가정주부 이모
씨(49세)는 남편 월급이외에 소형매장 3개를 뉴코아에 임대주고 매달 300만원 가
량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집마련과 함께 소액의 수익상가를 먼저 사둔 것
이 남들과 차별화된 재테크 전략이라고 말한다. 월급만으로 물가상승, 자녀교육비
급증과 노후대책을 동시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5',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차' 등극
기아자동차의 중형 세단 K5가 국내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뽑은 `2011 올해의 차(Car Of The Ye..
北, 구제역은 '소고기 잔치' 기회
한 대북인권단체가 평양시에 구제역이 퍼지고 있
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대..

아파도 참는게 최선입니까?
쉽게 배우는 연예인스타일 코디법
40배↑ 폭등…이번주말 증시에 진짜 대어 뜬다!

30代부부 가장 큰 관심사는?
언니들이
반한 원피스!

골프를 가장 싸게 즐기는방법?

로또1등번호
문자로 사전유출?

라식라섹!
목표시력보상제

100만원만 있어도 지금 당장 이 종목부터 매수!
지금사서 묻어두면 연초부터 큰 돈 마련할 종목
1천만원을 10억으로 불려준 大폭등주 또 터진다..

Google 광고
하지정맥류 푸름외과
미아사거리, 하지정맥류 레이저치료,건강보험공단 정맥류수술 강북 1
위! www.Purumveinclinic.com
[AD]수술없이 봉긋
한 가슴으로 '자흉침'

16/20

고지혈에좋은 무안황토식품
무안 황토의 놀라운 효능, 100%즙,배상책임보험가입, 온가족 웰빙식품. www.muanyangfa.net

서울녹색병원 복강경 센터
통증없는 복강경 수술 맹장 탈장충수염 24시간 수술 7호선 사가정역 minimal.idomz.net/
호주정품
100%어그

미니어그
특가세일
신년세일
125,000원
알럽어그
정품어그
쵸퍼 얀스토리 스타민트 머시따

사망보장, 암보장에 질병보장도..

[AD]럭셔리 롱코
트
여자들이 나만봐

300만원 쯤 돈이 급할땐?

Ads by Google

[AD]명절선물
예약폭주 1위는?

용산참사 추모비
제막식

설 자금 얼마나?

'흑진주' 비너스,
"속옷은?"

부담백배 vs 여유
만만

[AD]다들 반했
다!
럭셔리기본코트

유비벨록스 이흥복 대표 "강한 DNA를 가진 회사만 살아남는거죠"
코스피 낙폭 확대…원달러환율 1119.1원
한숨 돌리는 삼성전자, 다시 100만원 뚫을까
[AD]금니 가격이
면
임플란트 추천!!

카드 남발했다간 신용 2~3등급 '훅' 간다
김중수 총재 "인플레압력 상당히 어려워"

로맨틱한 여성의류 쇼핑몰
돈은 당장 급한데,사채는 무서워?
골프를 가장 싸게 즐기는방법?

[AD]여성겨울코트
여기 다있네

로그인 하신 SNS서비스로
댓글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세요

입력글자수 0/250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아토피 진드기
잡는 방망이1

니콜 母, "돈에 자식 인생 거냐"
재테크 | 이슈 | 엔터

인구감소로 나타날 부동산시장 변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부동산매각 변수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받나

한달새 1억 오른 장지동 무슨일?
전매제한 있는 매물 소진되자 호가급등

반포·세곡…시프트 1466가구 나온다
[MK 추천매물] 수지 은행상가 32억원

[AD]최신 스마트폰
무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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