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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나요?

▶가슴 절개수술

-   가슴 부위에 9~12cm 가량 피부 절개.

- 1-2주 정도의 입원기간.

-   현재까지는 유방전절제술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유방 

위의 피부에 확연히 드러나는 큰 흉터가 남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

▶로봇 수술

-   겨드랑이에 3~6cm의 절개창을 만들어 

로봇팔을 삽입하여 수술 진행. 

-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짧고 팔로 가려짐.

-   수술 시야가 뛰어나고 절개수술에 비해 

기구 움직임이 직관적이고 정교함.

재건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 로봇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

로봇 유방절제술 유방재건술
보형물 재건술

자가조식 재건술
+

-   로봇 유방절제술 후에도 자가 조직재건 (뱃살, 등살)과 보형물재

건이 모두 가능합니다.

-   보형물 재건의 경우 남아 있는 조직의 혈류가 좋으면 두 단계 재

건이 아니라 한 번에 재건을 완성 할 수도 있습니다.

-   로봇 유방절제술 유방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입원 기간은 1~2주 

정도입니다.

로봇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 로봇이 혼자서 자동으로 수술을 하는 건가요?  

  실제 수술 진행

(손떨림 보정 등 정보처리 과정)

정교한 움직임 전달

신호전달

▶그렇지 않습니다.

-   로봇은 사람의 손이나 조작이 제한적인 내시경 기구를 대신해

서 보다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집도의를 도와주는 도구

일 뿐, 실제 수술은 의사가 조정 간에 앉아 3차원 영상을 보며 

로봇 팔을 직접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정교한 조작가능

-   사람의 손보다 훨씬 작고 540도까지 회

전이 가능한 로봇팔로, 제거해야 하는 

부위만 정확히 절제가 가능해졌으며 보

존해야 하는 정상조직과 혈관, 신경 등

에 손상은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과 세브란스 병원

● 세브란스병원 로봇 수술의 어제와 오늘

▶국내 최초 로봇 도입, 아시아 최초 로봇 유방 수술 집도!

-   2016년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로봇 유

방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였습니다.

-   본원에서는 4세대 로봇 수술기인 단일공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로

봇 유방 수술을 2018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집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러 의료진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기

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크기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