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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행/레저 끼니up! 쿠키톡톡 만평 단독기사 지면기사

바삭바삭 맛있는 디저트 쿠키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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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부부관계 내시경 수술로해.

키186,168로10cm크게키우기

300만원 쯤 돈이 급할땐?

골프를 가장 싸게 즐기는방법?

연봉2500일때 대출한도는?

강남 텐프로 그녀 음주후 즐겨찾는것?

카라니콜母“돈때문에자식인생도박하지않는다”
[쿠키 연예] 소속사의 횡포를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해지를 요청한
걸 그룹 카라의 니콜 어머니가 울분을 터트렸다. 니콜의 어머니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

인어공주 물고기?

현빈 해병대 합격

X파일

‘오스카’ 음원 올킬

'원정도박' 신정환 재조사…20일 영장여부 결정
미끄러지는 통학버스 몸으로 막다…살신성인 운전기사
"멋있지?" 조폭들 고교생에 문신 장사

로봇수술 논란, 정반합 과정…환자위해 꼭 필요

카라 니콜 母 “돈 때문에 자식 인생 도...
"사탕 먹지마"에 당뇨병 9세 소녀 자...
정진석 靑 수석 "DJ에 정치 배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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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지?" 조폭들 고교생에 문신 장사
미끄러지는 통학버스 몸으로 막다…...

소아 로봇수술 성공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 피력

[아시안컵축구] 한골도 못넣고… 北,...
美·中정상 "남북대화 필수… 北 UEP ...

[쿠키 건강] “최근 일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논란은 정반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두고 봤을 때
기존의 수술과 비교해 분명한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민주 "최중경은 가갈남(가면갈수록 ...
30·40대 150명중 한명 꼴로 암발견
현빈 해병대 합격…2~3월중 입영예정
사망보장, 암보장에 질병보장도...
전립선, 성생활에 결정적 역할!
쇼핑몰에서 유아식 싸게 사는 법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소아 환자에 대한 로봇수술에 성공한

사면 살수록 싸지는 쇼핑몰!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사진). 그는 최근 다
빈치를 이용해 3세 여아(17kg)의 담관낭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
로 마치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로봇수술로 환아를 치
료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소아 로봇수술의 선구자 한석준 교수는 30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소아환자에서의 로봇수술 시행의 의미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
고 있는 이 수술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고견탁론을
밝혔다.

팔자주름 없애고 팔자 폈다고?
티안나게 코성형을? 정말 이가격에??
라섹 80만원! 검사부터 수술 3시간!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한 교수는 무엇보다 로봇수술이 체구가 작은 소아의 수술에 있어서 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부분 큰

신용조회기록No, 대출가능금액 확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은 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며, 또 장기가 작은 소아의 수술은 섬세함을
요하는데 이도 다빈치를 통하면 한결 더 수월하고 꼼꼼하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담관낭종 수술 환아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복강경이 아닌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한 교수는 “담관낭종에는 흔히 복강경을 쓰지만 이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컸다. 작
은 담도를 연결해서 복강경으로 잡아서 꿰메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이를 로봇수술로 하게 되면 한결 더 촘
촘하고 단단하게 할 수 있다”면서 로봇수술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당일에는 생후 79일된 영아의 식도열공탈장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 이 수술 역시 복강경
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한 교수는 어른의 손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체구가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로봇의 팔이 좀 더 유용성있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로봇수술을 감행했다.

현대차 ‘신형그랜저’
타고 거가대교 건너
보니

한 교수는 “식도열공탈장 수술에서는 해당 수술부위에 인공물질을 덧대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
한데 복강경으로는 이것을 고정시키기가 어렵다. 특히 덩치가 작은 소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로봇수술
은 복강경이나 흉강경, 그리고 개복수술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 환자에게 가장 유용한 방향을 설정한 결과
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JYJ에 이어 카라까지…
상표권에 발 묶이나

하지만 이러한 로봇수술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기도 하다. 환자의 혜
택을 최우선에 두고,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니콜 키드먼, 대리모로 둘째 딸 얻어

한 교수는 “한국은 로봇수술의 선두주자이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하는 과정에서 무

강호동 ‘펑펑’ 눈물 쏟은 이유
中 “태양 3개로 보이는 ‘환일 현상’ 포착”

리한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에 불거진 로봇수술 논란에 대해 환기시켰다.

클린턴 "내 남편 잘생겼다"

이어 그는 “나 역시 2008년 첫 수술을 할 당시 12시간 이상을 하고도 , 잘 안돼 개복수술로 전환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2년간 총 4케이스만 진행했는데 이처럼 수술을 시행하

1022개 단어 기억하는 ‘천재 개’
쪼개진 ‘二방신기 VS 三방신기’
vvip위한 '클럽녀랭킹'? 정체불명 사진

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연구와 합병증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의 로봇수술은 정반합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주장인 정(正)에 모순되
는 다른 주장인 반(反)이, 더 높은 종합적인 주장인 합(合)에 통합되는 과정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런 부분
들을 잘 맞물리게 해 발전해 가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
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

[속보] 병원비 돌려받는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 (100세까지 보장)
[속보] 오르가즘 위한 여성 질수축, 수술없이 해결하는 비법은?

靑 "박지원의 야바위 정치" VS 민주당 "청와대 막말정치"
高물가…거품 ‘쏙’ 품격 ‘쑥’ 실속형 설 선물 어때요?

내 한도는? 조회기록없이 자동확인~
80kg 주부. 48kg 쫙~ 뺐어요!![사진有]

기적 꿈꾸는 자폐아 트리오 ‘미라클 앙상블’
박지원 "안상수 아들 부정입학 제보자는 청와대 인사"

여성을 꽉 채워줄 남성크기는?

박지성·네쿠남, 이번엔 조용하네…독설 사라져

대박난 운전자보험이 뭐길래 난리야?!

연봉2500일때 대출한도는?

흥미진진 로또1등에 숨겨진비결!

골프를 가장 싸게 즐기는방법?

텐프로 그녀들 음주후 즐겨찾는것?

당뇨!물로 해결 할 수 있다!!

40代부부관계 내시경 수술로해.

연봉2500일때 대출한도는?

이쁜이 수술을 가장 이쁘게하는곳
지금입기 딱이다!
댄디 패딩

눈밑지방 없애고
10년 젊어지자!

최재성VS길용우 "전자담배로 한판붙자"
80kg->48kg
살빼는 쉬운법?!

내눈!도대체 왜
충혈이 될까??

하지정맥류 푸름외과
미아사거리, 하지정맥류 레이저치료, 건강
보험공단 정맥류수술 강북 1위!

78kg아줌마->
48kg뱃살빼기 성공!

금니 가격이면
임플란트 추천!!

129년 전통 명품 "슬레진저 패딩점퍼"
강부자 히노끼 자연마루 카페트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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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 개헌회동' 놓고 당내 미묘한 파장
‘함바 비리’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시의회 예산 삭감에 양화대교 공사
댓글을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필명등록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비속어 , 인신공격성 글 ,
성인광고 등은 사전경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투고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실명확인을 거친 사용자는 작성자명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작성자

로그인 후 사용해 주세요.

비밀번호
5
6

조현오 청장 "'함바집' 비리 국민 실망
‘국새 사기’ 민홍규에 징역 2년6월 선고

보이스 피싱에 이어 사이
트 피싱까지 "금융사기
주의"
`북극 한파' 견디는 동파방지·건강관리법
올 자동차세 이달까지 모두 내면 10% ...
대형병원 약값 두배로 뛴다
2013년부터 성년연령 `20세→19세'

♪ 카테지 치즈와 토마토 샐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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