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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강좌□

서 론

위장관의 성장 유형은 신체장기의 성장 유형과 비슷하다. 즉

어느 성숙점에 도달하면 편평 곡선을 그리게 된다. 위장관 해부

학적 구조는 재태기간 제 20주까지는 신생아의 것과 비슷하나

기능적으로는 재태기간 제 26주까지도 제한적으로 성숙된다. 재

태기간 제 7개월에도 위장관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기능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동한다. 신생아가 출생 후에 음식물 소화에 잘 적

응하면서 위장관의 성장과 성숙은 지속된다. 위장관의 양인자

를 규명하는 방법은 위장관의 형태와 조직학적인 분석, 장내효소

와 면역인자의 발견, 단백, DNA, RNA의 검사, 위장관 운동과

흡수능력의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양소와 펩타

이드, 호르몬 등이 위장관 성숙에 기여한다. 이들은 위장관의 한

부분에, 어느 특정한 세포에 대해 작용할 수도 있고 paracrine

및 autocrine 기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위장관 점막 손상 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많은 위장관 양인자가 필요하다.

많은 양인자들은 모유에 의해 공급된다. 모유 안의 성장인

자들은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며 자율적인 위장관 성숙을 조절한

다
1)
. 신생아기엔 위장 내 pH가 높고 단백 분해효소 함량이 적

어서 모유 내의 성장인자들이 충분한 생물학적 효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신생아기엔 장점막을 통한 거대분자의 세포 투

과가 높기 때문에 모유 내의 어떤 양인자는 그대로 위장관 점

막에서 흡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양인자들은 모체 혈액 내보

다는 모유 내의 농도가 더 높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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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소

위장관의 성장과 기능의 조절에 있어 양이란 매우 주요한

인자이다.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양소가 위장관의 형태학적 성

숙과 기능 발달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구 양소는 위장관에

직접 작용하거나 장관 내 호르몬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단백 결핍이나 금식으로 인해 위장관 뿐 아니라 전

기관의 세포 크기와 세포 분열에 부작용이 나타나며 다양한 성

장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방해한다. 비타민, 철과 아연 등

의 무기질은 성장인자로서 이미 알려져 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DNA 합성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 hydroxylation은 칼

슘과 인의 흡수에 향을 준다. 비타민 A는 embryogenesis에

retinoic acid는 상피세포와 점막세포 분화에 필수적이다. 아미노

산, 특히 arginine과 glutamine은 장관 조직의 유지에 필요하다.

경구 양소는 위장관 발달의 시발점과 그 범위의 결정에도

향을 준다. 예를 들면 lactase는 적응성 효소는 아니지만 쥐에

서 유당을 먹이면 장관 점막세포 brush border의 lactase 분비

가 증가한다. 미숙아에게 고지방 음식을 먹여도 췌장 효소 분비

에 별 향은 없으나 고단백 음식을 먹여 보면 췌장 trysin과

lipase의 분비가 증가한다. 소장 절제 후 음식의 지방산은 위장

관 성장과 점막 적응을 도와준다. 음식물의 양 성분은 장내

세균에도 향을 주고 이는 위장관 성장과 기능의 성숙과도 연

관된다. 경구 양 섭취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체중 증가가 빠를

수록 소장 점막상피는 조기에 성숙한다
3)
. 여러 양소의 공급과

중단 시기가 위장관 기능에 향 준다. 예를 들어 sucrose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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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ophic Factors of Gastrointestinal Tract

Trophic Factors of Gastrointestinal Tract

Nutritions

Zinc, vitamin B12, vitamin A

Iron, folate, arginine, Glutamine

Hormones and Peptieds

Epidermal growth factor

Transforming growth factor

Insulin-like growth factor

Insulin

Growth hormone

Glucocorticoids

Somatostatin

Bombesin

Intestinal peptide YY

Others

Polyamines

Nucleot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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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먹이면 sucrase 활성이 높아진다. 조기에 이유를 할수록

혈청 cortisol 치는 상승하며 이유 시기가 늦을수록 gastrin 수

용체 성숙이 늦춰진다. 경구 식사양의 증가와 빠른 체중 증가에

의해 소장 점막과 상피세포의 성숙이 촉진된다
4)
.

2. Glutamine

Glutamine은 nitrogen을 수송하며 신속히 분열하는 상피세포

에서 핵산 합성의 전구 물질이며 일차적 에너지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관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glutamine 수송량이 상당히

증가한다. 장관의 스트레스나 손상과 같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

할 경우엔 glutamine 보충이 중요하다
5)
. 상업용 정맥 양액에

는 glutamine이 결여되어 있고 성분 양식에도 약간 존재한다.

Glutamine은 총정맥 양공급(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시에 장관 조직과 기능을 유지한다. 동물 실험에서 TPN

시에 glutamine을 보충하면 장관의 투과율 상승과 장점막 위축

을 방지해 준다. 그리고 금식에 의한 장관 손상 시에 장점막 회

복을 도와주며 이식된 소장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도움 준다.

세균의 이동을 막아주며 패혈증에 의한 장관 손상을 방지하며

패혈증이 있는 쥐에서 장점막 세포의 단백 합성을 상승시킨다.

인간에서는 TPN 시에 glutamine을 보충하면 장점막 투과율을

보강하고 장점막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며 질소 균형을 호전시키

고 임상적으로 세균 감염의 기회를 줄이며 골수이식 후 입원 기

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6)
. 경구로 보충할 경우에도 장점막 기

능과 구조 유지에 향 준다. 쥐 실험에서 경구 glutamine 보충

한 후 양실조 시의 장점막 흡수능이 증가하 고 소장 이식 후

세균 감염이 감소하 으며 방사선 치료 후 장관 합병증이 감소

하 으며 장관 혈류량이 증가하 다. 인간에서는 위장관 손상이

심해 스트레스가 많은 미숙아에서 장관 양식에 잘 적응하게 되

고 패혈증의 기회도 감소하 다
7)
. Gglutamine의 이러한 효과들

의 기전은 국소적으로는 핵산염기 합성의 원료가 되며 세포 증

식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전신적으로는 enterotrophic hor-

mone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 glutamine은 유해 산

소로부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며 혈관 내피의 구조를 유지하

는 데에 도움 준다.

3. Epidermal growth factor(EGF)

EGF와 transforming growth factor-α는 모든 체액과 분비

물에 분포하고 포유류의 성장발달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EGF

는 출산 후보다는 출산전의 유즙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는 출산 전에 유선 발달을 조절하는 국소 인자라는 것을 의미한

다. EGF는 조제분유에는 검출되지 않는다. 위산에 의해 별로 파

괴되지 않아서 신생아 위장관 내에서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한다
8)
. 쥐의 실험에서 모유 EGF는 눈을 뜨고 치아가 발육하는 시기

를 조절하며 장관, 간장, 췌장, 폐의 발달을 도모한다. 수유 시기

에는 위장관 내 EGF 농도가 증가하며 신생 쥐에서 EGF를 먹

이면 다양한 수용체의 발현에 도움을 주며 위산 분비를 조절하

며 장관 효소 분비를 도와준다. 원숭이 태아 실험에서 EGF를

정맥이나 피하로 투여하면 장관의 과형성이 관찰되었다
9)
. EGF

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손상된 장점막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다. 동물 실험에서 EGF를 투여하니 소장절제 후 장 성숙하고

장점막 두께가 두꺼워졌다. 그 외에 핵산 합성을 자극하며 스트

레스성 위궤양이 치유되었고 methotrexate로 인한 소장 손상

후에 장효소의 활동을 호전시켰다. 그리고 rota 바이러스 장감염

후에 villi의 길이를 길게 하 고 lactase 활성을 증진시켰다
10)
.

사람 신생아에서의 역할은 잘 모르지만 체외실험에서 공장 brush

border 효소는 EGF에 반응하고 EGF가 crypt 세포와 villi 세포

와 부착한다. 선천성 microvllus atrophy를 앓는 아에서 정맥

으로 EGF를 투여하여 장점막의 증식이 증가되었음을 Walker-

Smith 등
11)
이 보고하 다.

4.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

TGF-α의 염기 서열은 EGF의 것과 대부분 비슷하며 이 둘

은 같은 수용체와 결합한다. 장관 내에 EGF가 존재하면 공장

내의 TGF-α 발현율이 더 높아진다. 이는 모유의 EGF로 인해

장관 TGF-α 생산이 조절됨을 말한다. TGF-α는 사람의 모유

에 존재하며 유선 발달에 중요하다. 이는 쥐의 유즙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다. TGF-α는 장관에서도 생산되어 장기능을 조절한

다
2)
. EGF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다른 점들도 있다. TGF-

α 농도는 수유중인 쥐나 성장 쥐에서 동일하지만 EGF는 이와

반대로 수유 쥐에서 더 높다. 금식하면 EGF는 감소하지만 소장

내의 TGF-α는 그대로이다. TGF-α와 그 수용체는 사람 장관

에서도 관찰된다. TGF-α mRNA는 태아 장관, 특히 십이지장

에서 발현된다. TGF-α mRNA는 crypt 세포보다는 villi 세포

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TGF-α가 증식하는 세포보다는 분화하

는 세포와 접함을 말해준다
12)
. TGF-α를 피하 주사하면 장점

막 회복이 증진된다. TGF-β1은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마지

막 분화과정에 관여하고, villus 끝에 위치하여 villus 상피세포

의 이동을 촉진하여 장관 회복을 증진시키며 장내 면역세포로부

터 IgA 생산을 자극한다
2)
.

5. Insulin, Insulin-like growth hormone(IGF)-I,
IGF-II

Insulin 유사 펩타이드들은 모두 사람의 모유에 존재한다. 임

신 말기에 insulin은 유선 안에 축적된다. 그래서 미숙아 산모의

모유 내에는 그 농도가 매우 낮다. 산모 혈액으로부터 insulin이

유선으로 이동되므로 산모의 모유 내의 농도는 혈중 농도에 따

라 변화한다
8)
. IGF는 배양된 유선 세포에 대하여 세포분열과

galactose 합성을 촉진시키며 성장호르몬의 유선에 대한 활성을

중재한다. 출산 전 모유와 초유의 농도가 출산 후 모유 내의 농

도보다 매우 높다. 모유 내의 IGF는 산모 혈청으로부터 이동된

다. IGF 수용체 6개 중 4개는 모유 내에서 검출되었다. IGF-I과

IGF-II의 생물학적 작용은 type I IGF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

이 수용체는 구조적으로 insulin 수용체와 유사하다. Insulin 수

용체, type 1 IGF 수용체 그리고 type II IGF 수용체는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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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서 발견된다. Insulin을 약물 농도로 주입하면 type 1

IGF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분열 촉진 현상이 일어나며 IGF-I

을 다량 주입하면 insulin 수용체에 의해 포도당 흡수율이 상승

하여 고혈당이 나타난다
2)
. IGF와 IGF 결합 단백은 산과 고온에

대해 안정적이며 모유 내의 protease inhibitor와 IGF 결합 단

백으로 인해 신생아 위장관 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Type I,

type II 수용체들은 장점막과 장막에 분포하므로 경구 또는 전

신적으로 투여된 IGF는 위장관 증식을 도모하게 된다. 수용체와

의 결합은 villi보다는 crypt 세포에서 더 잘 이루어지므로 IGF

가 위장관 증식과 연관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IGF-I 수용체는

위장관 어느 곳에든 분포한다
13)
. Insulin이 위장관에서 흡수되는

지는 분명치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경구 투여 후에 위장관의 성

장발달에 증진되었다. 동물실험에서 Insulin을 피하주사 하면 장

관 운동이 증진되고 sucrase 활성이 증가되며 crypt-to-villi 이

동이 증가된다. 돼지 실험에서는 insulin이 보강된 분유를 먹인

동물에서 회장 점막의 무게, 단백, DNA, RNA 함량이 증가되어

서 lactase와 maltase 활성이 증가되었다. 이는 insulin이 장관

에 직접 작용함을 의미한다
2)
. 모유 내의 IGF는 신생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갖는다. 송아지 실험에서 경구 투여된 IGF는 소화

과정 중에 파괴되지 않고 IGF 수용체에 결합되어 세포 증식을

항진시키고 혈액 내로 흡수되어 insulin 분비를 조절한다. IGF는

장절제 후, 그리고 당뇨병성 또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이화 상태

에서의 장관 회복에 중요하다. 패혈증 쥐에게 정맥 투여된

IGF-I은 질소 평형을 호전시키고 장관 위축을 감소시키며 세균

성 독소 양을 감소시킨다
14)
.

6. Growth hormone(GH)

GH는 사람과 소의 유즙에서 관찰되나 쥐의 유즙에서는 관찰

되지 않는다. 출생한 동물에서 혈중 GH 농도가 높은 이유는

GH 분비를 자극하는 혈중 GH releasing hormone(GRH)의 농

도가 높기 때문이다. GRH는 혈장보다는 유즙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쥐에 유즙을 먹이면 신속히 GH가 상승한다. 쥐의 실

험에서 GH는 십이지장의 crypt 상피세포의 세포분열을 촉진시

키므로 75%의 소장을 절제한 쥐에서도 GH는 위장관을 정상 이

상으로 증식시키고 그래서 체중과 소장의 무게 그리고 장 점막

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어린 쥐에서 장을 이식한 후 GH은 위장

관의 성장과 발달을 항진시킨다
15)
. GH의 수용체는 사람의 소장

과 대장에 존재한다. 심각한 수술이나 패혈증 후의 이화상태

(catabolic state)을 호전시키기에 보통의 양요법보다는 GH가

더 효과적이며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GH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수술 후 아미노산 흡수율이 20-70% 증가된다
16)
. IGF

가 GH의 작용을 매개한다. 사람에서 GH를 투여하면 각 장기의

IGF-I 생산이 매우 증가한다. 체외실험에서 사람의 십이지장 점

막에 대한 GH의 양 효과는 IGH-I의 국소적 생산이 증가하여

autocrine, paracrine 형태로 crypt 세포가 증식하는 것이다.

7. Glucocorticoids

Glucocorticoids는 소, 사람, 쥐에서 측정된다. 그 수치는 혈

장이 유즙보다 더 높다. Glucocorticoids의 위장관에 대한 효과

는 소장의 형태 보존, 양소의 흡수, 효소활동의 자극, 실험적

인 괴사성 장염의 방지 등으로 나타난다. 동물 실험에서 발달중

인 위장관 세포가 glucocorticoids에 가장 잘 반응한다. 돼지 실

험에서 부신피질 분비능력은 출생 시가 가장 높고 glucocorti-

coids를 투여해도 수유 시기에는 disaccharidases에 대해 별 효

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glucocorticoids가 출생

전과 직후의 위장관 펩타이드들에 대해 개체발생학적 효과를 가

짐을 의미한다. 태아기와 출생 직후의 돼지에서 소장 분비효소의

수치는 혈중 cortisol 수치와 비례하고 cortisol을 주입한 태아에

서 그 분비능이 더 증가한다. 태아 돼지 실험에서 cortisol 주입

으로 인해 위산, gastrin, protease, 췌장 amylase와 trypsin의

분비가 더 증가하고 간의 glycogen 저장율이 더 증가된다
17)
. 사

람에서는 태아의 cortisol이 증가하면 태아기 소장 disacchari-

dases 활성이 항진된다. 미숙아에 대해 출생 전에 glucocorti-

coids를 투여하면 정상 신생아와 같은 발육을 볼 수 있다. 산전

에 dexamethasone을 투여받은 산모의 미숙아들에서는 cholic

acid pool이 증가되나 지방 흡수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십이지장

운동과 위장관 내압이 상승한다. 출생 후 glucocorticoids를 투

여받은 신생아에서는 괴사성 장염의 발생이 감소한다
18)
.

8. Somatostatin

Somatostatin은 사람의 모유에 존재하며 원래는 GH 분비를

억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휘액, 췌장액, 십이지장액에 들어

있어 십이지장 내로 분비된다. 아에서 모유의 somatostatin은

위장 somatostatin의 원료이다. Somatostatin은 위장관의 분비

작용, 운동, 점막보호에 관여한다. 십이지장 내로 주입된 soma-

tostatin은 성장 쥐보다는 어린 쥐에서 더욱 안정적이며 췌장 분

비를 억제한다
19)
. Somatostatin이 십이지장 매에서 소화되어 그

한 부분인 펩타이드가 혈중으로 흡수되어 췌장기능에 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matostatin은 특정한 상피세포에 작

용한다. 그 결과로 간문맥 혈류를 조절하여 그 결과로 췌장 분

비를 감소시킨다
20)
.

9. Bombesin

Bombesin은 사람 모유에 고농도로 들어 있다. 쥐의 실험에서

췌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간접적으로는 cholecystokinin

mRNA와는 상관없이 cholecystokinin 분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재생 중인 췌장에 대해 양효과가 있다. 포유류의 gastrin 분비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쥐의 실험에서 위장관에 대한

양효과는 장관 세포의 유전인자 발현을 조절하며 세균이동을 제

한하고 정맥 양 시에 villus 손상을 막아준다. 성분 양식 때

발생하는 장점막 위축을 방지하며 methotrexate에 의한 장 질

환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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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estinal peptide YY(PYY)

PYY는 사람과 동물의 하부소장과 대장 점막의 내분비 세포

에 존재하는 펩타이드이다. 위장관 생리적 기능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위산 분비, 췌장 분비, 위 연동운동과 장운동

은 억제한다. 담낭 내 담즙 축적을 촉진시키며 장관내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증가시키고 cholecystokinin에 의한 췌장 성장을

억제한다. PYY 형성을 촉진시키는 가장 주요한 인자는 지방이

다. 그러나 십이지장 내의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이의 분비를 유

발한다. 쥐의 실험에서 출생 후 시간이 흐를수록 PYY mRNA

수치가 증가한다. 특히 고지방 음식 섭취에 따라 그 수치가 다

르게 발견된다. 고지방유를 먹인 쥐에서는 저지방 사료를 먹인

쥐에서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쥐의 실험에서 PYY 정맥

투여로 십이지장, 회장 대장의 무게가 증가하고 DNA 함량이 증

가한다. 그러나 체외실험에서 PYY의 투여로 상피세포의 성장은

관찰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 출생 시 제대혈 내의 농도가 성

인 혈중 농도보다 높으며 PYY의 양은 출생 후 수유를 시작하

면서 12일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음식물의 양 성분에 의해

PYY 유전자가 발현되며 그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위장관이 음

식물 섭취에 잘 적응하게 된다. PYY는 위와 췌장과 같은 표적

기관에 대해서도 작용을 나타낸다. PYY는 위산 분비와 췌장의

내분비기능을 억제한다
22)
. PYY의 작용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위장관 상피를 따라 PYY 수용체가 점점 감소한다. 그러나 PYY

를 주입해도 PYY 수용체가 비례해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고

PYY mRNA signal과 PYY는 위장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는 PYY가 위장관 곳곳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위장관 성장을

촉진시킴을 말한다. 위장관에서 분비된 PYY는 바로 옆의 위장

관 세포에 작용하여 위장관 세포 증식을 조절한다. 그 외의 PYY

의 효과는 내장 혈류량과 소장-결장 운동 그리고 장내 VIP 분

비를 억제한다
23)
.

11. Polyamines

Polyamines이란 putrescine, spermidine, cadaverine을 통합

지칭하는 것이며 여러 장기의 세포 증식과 분화에 연관되어 있

다. 미세분자 크기의 polyamines은 출산 후 4개월까지 사람의

모유에서 관찰된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합성되는지는 아직 알려

지지 않았지만 쥐의 실험에서 유선에서 합성되는 것은 관찰되었

다. 조제 분유에 대한 검사결과로서는 조제 분유 내에도 단백질

재료에 따라 다양한 polyamines이 존재함을 발견하 고 두유제

품에는 더 많은 양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미숙아분유에는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 정상 신생아용 분유에는 미세한 양이 들어

있다
24)
. Polyamines은 장관의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장관 손

상과 염증으로부터 장관을 보호한다. 실험 동물에 경구 투여하면

장의 성장과 탄수화물 흡수를 촉진시키고 신체 전반의 성장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궤양의 치유를 돕고 실험적으로 유발되는 궤

양의 형성을 방지한다.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엔 장관 disaccha-

ridase 활성이 감소한다
25)
.

12. Nucleotides(NT)

사람 모유의 NT, 즉 nucleoside와 염기는 모유내의 핵산으로

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 모유 내의 농도는 우유나 조제분유

내의 함량보다 높다. 성인에서의 핵산 NT는 소화 및 흡수되나

아에서 경구로 투여된 경우의 소화 흡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과 사람의 실험에서 음식물의 NT는 면역기능과 지

방대사, 그리고 위장관 기능을 증진시킨다. 현재 시판중인 몇 가

지 조제분유에는 이 NT가 함유되어 있다
26)
. 이유기의 쥐에 N가

보강식을 섭취시킨 이후 점막의 단백질, DNA, villus 높이, 그

리고 disaccharidase의 활성도가 증가되었다. Adenosine mono-

phosphate 단독 보강된 음식을 섭취시킨 쥐에서는 소장의 무게,

공장의 두께, 단백의 함량, villus 세포 수 등이 증가되었다. 장

관 내에 NT를 투여하면 ischemic reperfusion 이후에 장관 혈

류가 증진되고 백혈구 응집과 단백 투과, 그리고 nitrite 생성이

감소된다. NT를 투여하면 장관 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증가되며

TPN 용액과 함께 정맥 투여하면 위장관에 양 효과를 나타내

고 유전인자 발현을 유도한다. NT가 보강된 식품을 아에게

먹이면 장내 정상 세균총을 발달시켜 모유먹인 아와 같은 장

내 환경이 조성된다. 장관 손상이 심한 경우 경구 투여된 NT로

호전될 수 있으며, 만성 설사 및 방사성 장관염을 가진 쥐의 실

험에서 disaccharidase 활성의 증가, 사망률 저하 및 장관염증

등이 감소된다. 환경이 오염된 후진 지역 등에서 NT 보강된 음

식물을 섭취시킴으로써 설사의 빈도가 감소한다. 위장관 상피세

포는 신속한 세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NT의 요구량

이 높다. NT를 외부에서 투여하면 특히 빠른 성장시기라든지

점막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기에 조직의 기능이 원활해진다
25)
.

요 약

동물과 사람의 연구에서 위장관 양 인자는 위장관 점막이

점막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하고 출생 후 경구 양에 적응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요하다. 경구적으로든 전신적으로 투여

된 성장 인자들은 위장관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신생아

혈중의 양인자들이 장관 세포의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여 위장

관의 성장을 조율한다. 위장관 양인자들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

도 있고 모유를 통해 공급된다. 사람에서 출생 후 위장관이 장

관 양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위장관 양 인자들이 중요

한 작용을 한다. 모유 내의 성장 인자들이 신생아 생존에 필수

적인 것들은 않아도 모유를 먹은 아들이 조제분유를 먹은

아들에 비하여 급성 설사, 괴사성 장염, 크론씨 병과 같은 위장

관 질환의 위험율이 낮다
2)
. 위장관 양 인자들의 대부분이 시

판 조제분유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로 모유에 존재함을 앎으로써

모유의 장점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장관 양인자는 위장관 점막 손상된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임상적 이용은 특히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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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의 아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더욱 연구

되어야 할 항목들로는 작용기전, 경구 및 정맥 투여 방법에 의

한 효과의 차이, 체내 성장 인자들과의 상호 작용, 외부적 투여

가 체내 인자에 대한 향, 위장관 이외의 타 기관에 대한 향,

그리고 안전성과 약물 역동학적인 특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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