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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푸름외과

혈통 따지는 치과계 ‥ 치전원생, 진...

약국가, 질 떨어지는 영리추구 당장 ...

“융복합형 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해야...

“해외서 구입하는 ‘벌꿀’ 독이 들어...

미아사거리,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건강보험공단 정맥류수술
강북 1위!

기관지 천식 치료제 ‘다젠’ 효과 “...

스타틴제제, 두얼굴의 신사

www.Purumveinclinic.com

신약 및 개량신약 판매 허가 급증

당뇨병환자도 즐길 수 있는 요리 늘어

이산화탄소 활용한 의약품 생산기술 개...

항산화제 복용하면 정력 “쑥쑥”

머릿니 치료제 승인

WHO, 6개월 모유수유 논쟁에 일침

2010년 복제약 개발 1위는?

2010년 제약주 1위는?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홈 > 뉴스 > 보건의약 > 의료/병원

살빼는 약, 한방생약시장 ‘붕괴’

세브란스병원, 소아 '다빈치 로봇 수술' 안정권
2010년 12월 22일 (수) 08:53:15

경찰,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 유출
배지영 기자

admin@hkn24.com

아침밥 잘 먹어야 두뇌 ‘팽팽’
의협, 경북대병원 전공의 면허정지 실
제넥신, 동아제약에 항체 바이오시밀러

서울녹색병원 복강경 센터
통증없는 복강경 수술 맹장 탈장 충수염 24시간 수술 7호선 사가정역

다국적 제약사, 국립대병원 의약품 공

minimal.idomz.net/

“산모 영향섭취 아기 유전자에 영향”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팀은 지난 11월 다빈치를 이용해 3세 여
아(17㎏)의 담관낭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석주 교수팀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소아 로봇수술을 성공한 이후 최근
까지 4명의 소아에게 로봇수술을 시행했으며 모두 예후가 좋아 개복수술보
다 빨리 퇴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아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 로봇수술
▲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

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세브란스병원은 5000여 차례가 넘는 로봇 수술
당뇨병, 한방으로 잡는다?

을 통해 술기를 축적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수술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 소아에 대한 로봇수술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어린이 소화정장제 ‘백초’가 철...
“이런 오메가3 어때요?”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은 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체력이
약한 소아의 수술에 더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기억언어에 관여하는 측두엽

한석주 교수는 “소아는 장기가 작기 때문에 수술할 때 특히 더 섬세함이 요구된다. 3D 영상과 손떨림 방
지 등 다빈치의 장점이 이러한 소아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숙련된 의료진이라면 소아에게 로봇수

행동의 조합, 운동에 관여하는 전...

술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대뇌에는 지도가 있다

폭풍성장 박지빈 김마메 아기소시 지하철 반말녀
지 코믹더빙
패러디
춤추는 모...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14세 이하 주요 소아암의 한·미·일..
ㆍ[0~14세] 2007년 기준 주요 ..

ㆍ[소아정형외과] 질병에 따른 환자 비..
ㆍ나도 한국사람 입니다
간만의 사진 방출
자꾸 보고 싶네
가슴으로 남자 안락사?
얘네들 뭐야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한민국 대표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속보]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연복리 수익, 소득공제를 한번에!
☞ [실제사례] 80kg 주부, 요요없이 48kg 쫙~ 뺏어요! 비법은?

국가 보조금 허위로 6300만원 ...

☞ [속보] 땅콩도 씹어먹는 임플란트 틀니!

외교부 “튀니지, 우리 국민 피해...

☞ [속보] 오르가즘 위한 여성 질수축, 수술없이 해결하는 비법은?

환전상 낀 1000억원대 환치기 ...

☞ [속보] 병원비 돌려받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인기!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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