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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ectomy Using Hanging Maneuve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서 경 석

Hanging maneuver는 Belghiti 등
1
이 발표한 이래 간 우엽 절제술 시행 시 많은 외과의사들

이 사용되는 술식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엽 절제를 할 경우 우측 간을 횡격막으로부터 박

리하여 전방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조작은 우엽의 거대종괴가 횡격

막을 침범했을 경우 조작 자체가 힘들고 또한 조작 중 간 종괴에 심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가 있어 종양학적인 측면에서 전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Lai 등
2
은 우엽간을 유동화

하지 않고 간의 전방에서 간실질을 먼저 절제하여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까지 절제하고

간정맥등 혈관을 절단한 후 간을 횡격막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방절제를 시행하였다. 이 술식

은 위에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나 간이 유동화 되지 않아 간의 실질의 깊은 곳의

박리가 힘들다. 이럴 경우 hanging maneuver를 시행하는데, 이 방법은 간의 후면과 하대정맥

사이의 공간에 테이프를 거치하고 전방의 일부 절제가 종료된 후 테이프를 들고 간실질을 박리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시야가 개선되고 박리 방향을 잡아주고, 출혈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최근 저자는 이 방법을 종양 환자에서 적용함은 물론 생체간이식의 공여자 수술에도 사용

하고 있다. 특히 생체부분간이식술의 경우에는 1) 공여간절제술은 장기 공여자의 안전이 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술 중 출혈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고, 2) 이식편이

수술 도중 유동화 등의 조작에 의한 압박을 받지 말아야 하며, 3) 간실질의 절제를 모두 마

친 후 이식편으로 유입, 유출되는 혈관을 절단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 liver hanging

maneuver는 대단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우엽절제술에서의 hanging maneuver는 물론 최근 저자가 개발한 좌엽 간절제

에서의 hanging maneuver
3
를 소개하였다.

Hanging Maneuver in Left Hepatectomy

확대좌엽절제술(extended left hepatectomy)은 중간정맥(middle hepatic vein)을 포함하여 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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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V

Caudate lobe

그림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that the parenchymal dissection plane is vertical above the middle

hepatic vein, then sharply turns to the left along the upper border of the caudate lobe in the deeper part

of the transection.

엽을 절제하는 술식을 말하며 성인대성인 생체간이식술의 기본 술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술식에서는 미상엽(caudate lobe)은 절제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중간정맥을 포함하면서 미상

엽을 보존하기 때문에 간실질의 절제연은 그림 1과 같이 미상엽 상방에서 급격히 좌측으로

꺾이게 되어 심층부의 박리가 힘들다.

술식을 간단히 기술하면 담낭을 절제한 후, 수술 중 담도조영술을 실시하여 담도 기형 유

무를 확인한다. 간문부를 박리하여 좌간동맥(left hepatic artery)과 좌문맥(left portal vein)을 분

리해 놓는데, 좌간관(left hepatic duct)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박리하지 않는다. 간의 전면을

따라 겸상인대(falciform ligament)를 분리해 나가면 간상하대정맥과 중간정맥, 좌간정맥이 노

출된다. 소망(lesser omentum)을 열고 좌위동맥(left gastric artery)에서 나오는 aberrant hepatic

artery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존재가 확인되면 이를 분리해 놓는 후, 원위부에서 ligamentum

venosum를 박리, 절단한다. 중간정맥의 우측에서 간실질 절제를 시작하는데 절제는 중간정

맥의 바로 우측에 붙여서 시행한다. 이때의 절제연은 수직 방향으로 간 심부를 향한다. 이후

좌담관과 두꺼운 Glisson 피막을 절단한다. 이때부터는 간실질 절제연이 미상엽 상방을 따라

수평 방향으로 급격히 꺾이게 된다.

중간정맥과 좌간정맥이 만나는 common trunk의 후방을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하대정맥과

의 사이로 tape를 통과시킨다. Tape의 다른 한 끝은 ligamentum venosum을 따라서 아래로 내

려 놓는다. 미상엽으로 유입되는 작은 혈관들을 결찰한 후 tape를 좌간동맥과 좌문맥의 전방

으로 빼낸다(그림 2, 3). Tape의 양 끝을 오른쪽 위로 당기면서 좌엽의 모서리에 tagging해

두었던 실을 좌측으로 당기면 수평이었던 간 절제연은 수직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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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trunk of MHV and LHV 

그림 2. The course of the tape in the hanging maneuver in extended left hepatectomy. The tape is passed behind

the common trunk of the middle and the left hepatic veins. It is then pulled down along the ligamentum

venosum, and finally passed superior to the left portal vein and the hepatic artery.

그림 4. When the both ends of the tape are pulled upwards and to the right and the tagging sutures in the liver

edge are retracted to the left, the horizontal transection plane becomes vertical. This facilitates exposure

of the deeper part of the parenchyma and presents the direct transection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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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ateral view of the hanging maneuver in extended left hepatectomy. After the ligamentum venosum is

divided and the loose tissue between the right and middle hepatic veins is cleared, tunneling of the

common trunk can be performed easi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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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course of the tape in the hanging maneuver in right hepatectomy. The tape is passed between the

right hepatic vein and middle hepatic vein. It is then pulled down along the anterior side of IVC, and

finally passed superior to the right portal vein and the hepatic artery. When the both ends of the tape are pulled

upwards, the dissection of the deeper part of liver parenchyme could be easier, faster, and safer.

이렇게 하면 깊은 부분의 간실질 절제 시 수술 시야가 대단히 좋아질 뿐 아니라, tape 자체

가 간 절제 방향의 표지 역할을 하게 된다. Tape의 윗부분을 따라서 간실질 절제를 모두 마

치게 되면 좌간동맥, 좌문맥, 중간정맥과 좌간정맥의 common trunk만이 남게 된다. Heparinization

을 실시하고 혈관들을 절단한 후 이식편(좌엽)을 보존액으로 채운다.

이와 같이 확대좌엽절제술에 있어서의 hanging maneuver는 1) tape에 의해 절제연이 명확

하므로 최단 거리의 간실질 절제를 시행할 수 있고, 2) 수평 절제연을 수직 절제연으로 만

들어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술 중 실혈량이 적으며, 3) 간 자체를 눌러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tape와 tagging suture만을 당겨서 시야를 확보하므로 간이식 시에는 이식편의

손상을, 간암 수술 시에는 암세포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술식은 확대좌엽절제는 물론 중간정맥을 포함하지 않는 좌엽절제나 좌외측분절절제에

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Hanging Maneuver in Right Hepatectomy

서론에서 기술된 크기가 큰 간암의 경우는 횡격막을 박리하지 않고 전방절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hanging maneuver는 우선 간하부 하대정맥과 미상엽 사이를 아래서 일부 박

리하고 간상부 하대정맥에서는 우간정맥과 중간정맥의 사이를 박리하여 공간을 마련한다.

길이가 긴 Kelly clamp를 간하부 하대정맥과 미상엽 사이로 집어넣어 blind하지만 부드럽게

위로 전진하여 우간정맥과 중간정맥 사이의 공간으로 빼내고 테이프를 물어서 아래로 다시

끄집어 낸다. 간의 전방 절제를 마치고 나면 테이프를 들어 올려 나머지 절제를 시행한다.

간실질 박리가 모두 종료되면 횡격막으로부터 간을 절제하여 제가한다.



：Hepatectomy Using Hanging Maneuver 51
공여자 술식일 경우는 간암의 경우와는 틀리게 우측간을 횡격막으로부터 모두 박리하고

직접 하대정맥과 우간정맥을 노출시킨 후 테이프를 거치한다. 간단히 술식을 기술하면 우선

담낭을 절제한 후, 우담관을 제외한 간문부의 박리를 시행한다. 간우엽을 횡경막 및 후복막,

우측 부신으로부터 박리해 나가면 하대정맥과 우간정맥이 노출되는데 tape를 우간정맥과 중

간정맥의 사이로 넣어서 하대정맥을 따라 내려서 우하간정맥(right inferior hepatic vein)이 있

다면 안쪽으로 넣어 간의 전방으로 빼낸다. 간의 전방 실질을 박리한후 담도를 절제하고 난

후 Tape의 전방에 놓인 미상엽을 절제하고 Glisson 피막을 을 절단하면 거치한 tape를 우간

동맥 및 우문맥의 전방으로 빼낼 수 있게 된다(그림 5). Tape를 왼쪽 위로 당기면서 우엽의

모서리에 tagging해 두었던 실을 우측으로 당기면 우엽 절제를 위한 간실질 절제연이 만들어

진다. 간실질 절제를 마친 후 우간동맥, 우문맥, 우간정맥을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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