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말리 태생 접착 쌍둥이, 카타르 Sidra Medicine에서 새로운 삶 찾아 

 

(도하, 카타르 2018년 10월 8일 PRNewswire=연합뉴스) 카타르 최초의 여성 및 어린이 전문병원 Sidra 

Medicine[http://www.sidra.org/ ] 의료진이 카타르 최초로 접착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인해, 기존에는 이 지역에서 복잡한 소아 질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선택이 제한적이던 

환자에게 대한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22651-conjoined-twins-find-new-lease-on-life/ 

 

이 쌍둥이는 간과 흉골 하부가 붙어 있었다. 각각의 아이는 상대방에 대한 타협없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결합 형태의 하나로 여겨진다. 전 세계적으로 

접착 쌍둥이는 약 20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난다. 복부와 간이 연결된 배꼽 접착 쌍둥이는 분리가 가장 

복잡한 형태 중 하나다. 

 

수술 팀은 10명의 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로 구성됐다. 소아외과 과장 Mansour Ali 박사와 소아 일반 및 

흉부외과 부서장 Abdalla Zarroug 박사의 주도로, 이 4개월 된 쌍둥이 남아는 9시간의 수술을 통해 

무사히 분리됐다. 

 

Mansour 박사는 “가장 복잡한 외과수술 중 하나인 접착 쌍둥이의 성공적인 분리를 통해, 입원시설을 

개원한 지 1년 만에 우리의 종합적인 팀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술은 

병원뿐만 아니라 카타르 건강 관리 부문에서 하나의 이정표다”라고 말했다.  

 

Hamad와 Tamin은 분리 후 10일 이내에 회복하여,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Zarroug 박사는 “수술 전 계획 수립과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결합되어, 우리는 

일반 및 흉부외과, 비뇨기과, 두개안면과, 성형외과, 마취과 및 로봇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소아전문의 

다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며 “지역 내 기존에 없었던 소아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수술은 위험의 최소화와 환자의 수술 후 상태 호전을 위해 수 개월간 계획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30시간 이상의 모의수술을 진행한 150명 이상의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완전한 상호보완을 위해 

투입됐다. 수술 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쌍둥이의 복부와 간 모델을 생성하는 데 Sidra Medicine의 

최신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됐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우리는 Sidra Medicine을 찾기까지 수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며 “우리는 카타르 정부, Hamad Medical Corporation, Sidra Medicine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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