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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ollowing up the cases of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CMSE), We observe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tolerance with cow's milk and other foods.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outcome of CMSE.
Methods: We reviewed the clinical records of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and diagnosed as
CMSE by responses to cow's milk challenge and elimination test and the findings of small intestinal
biopsy at Department of Pediatrics, T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1992 to March
1997. All of them were being fed with protein hydrolysate before 6 months old, and tried cow's
milk and other foods challenge test at following each two month. Twenty-one cases of them returned
to be followed. The age at admission was 30.7±8.8 (18∼47) days old and at survey was 43.4±
23.7 (16∼84) months old.
Results: 1) Although the body weight at birth of the patients was 25∼75 percentile, all on
admission was below 3 percentile. The body weight on interview was 25∼75 percentile. 2) The
development of clinical tolerance in cow's milk was observed at 16∼24 months of age and the
tolerance rate was 61% at 12 months of age, 90% at 16 months of age. The development of clinical
tolerance in other foods was observed at 10∼24 months of age and the tolerance rate was 33%
at 12 months of age, 80% at 18 months of age. 3) Adverse reactions after challenge test with
cow's milk were observed at 19 cases, manifestated as vomiting (31%), diarrhea (31%), irritability
or lethargy (21%), skin rash (10%), and abdominal distention (5%). 4) Comparing serum IgE and
milk RAST positive group on admission (5 cases) and negative group on admission (16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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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age of tolerance in cow's milk (p＞0.05), the age of
tolerance in other foods (p＞0.05), allergy history in family, and the incidence of other allergic
diseases. 5) The history of family allergy was observed in 3 cases (14%) in 21 patients and 3
cases (14%) showed rhinitis, urticaria or asthma through a follow-up interview.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tolerance in cow's and other foods was sharply increased
at 12 months of age and most of all tolerated within 24 months of age. CMSE is a temporary
disorder of infancy.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1; 4: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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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에 피부 점막 병변 위주로 발현하는 흔히

서

론

일컫는 우유 알레르기(classic cow's milk allergy,
CMA)는 대개 3∼13세가 되면 호전되는 속성을 보

위장관 증세 위주로 발현하는 우유 알레르기

7)
인다고 한다 .

(cow's milk allergy with predominantly gastrointes-

본 연구의 목적은 CMSE로 진단된 환자들을 장

tinal symptoms, CMA-GI)는 위장관 증세를 주소로

기 추적 관찰하여 CMSE가 영유아기의 일시적인

내원하여, 우유 유발 및 제거시험에 의한 유해 반

질환인지를 확인하고, 우유 및 타 식품에 대한 내

응(adverse reactions)의 발현과 소실, 검사 소견의

성(tolerance)의 시기를 확인하여 향후 단백가수분

악화와 회복의 상관 관계를 관찰하여 우유 알레르

해물의 수유 기간, 이유식의 시작 시기 선정 등

1)

기로 진단되는 경우이다 . 우유 과민성 장병증

CMSE 환자에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시 참고 자료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CMSE)은 CMA-GI

로 활용하고자 하며, CMSE 환자에서 면역학적 검

2)
의 대표적 질환의 하나로 , 우유를 섭취하였을 때

사의 의의, 타 알레르기 질환의 발현 빈도, 가족력

임상 증상의 발현과 함께 소장 점막의 조직학적

등도 확인하고자 한다.

손상이 관찰되며, 우유를 식단에서 제거하면 임상
증상의 소실과 함께 병변이 사라지고, 다시 유발

대상 및 방법

검사를 시행하면 증상의 발현과 점막 병변이 재발
3,4)
되는 임상적, 병리적 소견으로 진단된다 .

식품 과민성 장병증(foods-sensitive enteropathy)의

1992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학
3)

병원 소아과에 CMA-GI로 진단된 환아 중 황과 김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celiac병 즉 글루텐 과민성

이 보고한 방법에 따른 내시경하 소장 점막의 조

장병증(gluten-sensitive enteropathy)이 국내에서는

직생검 소견을 근거로 CMSE로 진단된 21명(남 12

드문 질환이나 서구 유럽에서는 흔한 질환으로 알

명, 여 9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

려져 있다. Celiac병과 CMSE는 식품에 의하여 유

집은 병력 기록지를 후향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추

발되는 유사한 소장 점막의 조직학적 병변과 식이

적 관찰의 자료는 외래 방문 기록지와 전화 인터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임상적, 병리적 속성

뷰를 통하여 얻었다. 추적 관찰 기간은 생후 16∼

을 보이는 질환인데, celiac병은 유전성을 띄는 영

84개월로 평균 생후 43.4±23.7개월이었다. 혈중

구적인 질환으로, CMSE는 유전적 소인이 관찰되

IgE, 우유 RAST 등 면역학적 검사 소견, 우유 및

5,6)

지 않는 일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타 음식에 대한 내성 시기, 발현 증상, 알레르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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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우유 과민성 장병증 환자의 추적 관찰 계획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생후 6개월까지는 절대적으로 단백가수분해물만 수유하게 한다.
생후 6개월에 분유로 유발시험을 시행하고,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 약 2개월 간격으로 재시행한다.
이유식은 생후 6개월 이후에 시작하며, 타 식품에 대한 유발시험을 시행한다.
유제품, 새우, 게, 땅꽁, 계란 흰자위 등 알레르기의 소인이 강한 음식들을 제한한 연령별 이유 식단표를 이용한다.
식이 일기를 작성하고 2개월에 한차례 의사와 영양사의 영양 평가를 받는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MSE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은 지금까지 보고된
1,2,5,6)

자료

들을 참고하여 유발시험에 의한 환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
여 Table 1과 같이 추적 관찰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우유 및 타 식품에 대한 내성은 공식적인 유발

Body weight (percentile)

환 동반 유무, 가족력 등을 확인하였다.
75
50
25

시험을 통하여 하루 300 cc 이상의 우유 혹은 이에

0

Birth

준하는 유제품, 타 식품을 섭취하고 유해 반응없이

Admission
Survey
30.7+8.8
43.4+23.7
(18-47) days (16-84) months

8)
4주 이상이 경과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

Age

통계치는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으며, 통계
적 방법은 Student's t-test,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여 유의 수준을 p＜0.05로 하였다.

과

1. 대상 환아의 연령에 따른 체중 변화
출생시 체중은 전례에서 25∼75 백분위수이었
다. CMSE 진단 당시 연령은 30.7±8.8 (18∼47)일,
체중은 전례에서 3 백분위수 이하였으며, 설문 당
시 연령은 43.4±23.7 (16∼84)개월, 체중은 전례에

Cow milk tolerance

결

Fig. 1. Birth weight and serial changes in body weight
during follow-up in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서 25∼75 백분위수이었다(Fig. 1).
4

2. 우유 및 타 식품에 내성을 보인 연령
우유를 먹여도 내성을 보였던 최종 연령은 6∼
24개월로 생후 12개월에 61%, 생후 16개월에 90%

6

8

10

12

14

16

12.6+3.7(6-24)

18

20 22

24

26

Age (month)

Fig. 2. The age of cow's milk tolerance of patients with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의 내성률을 보였으며, 평균 생후 12.6±3.7개월이
었다(Fig. 2). 나이에 적합한 식이 가능한 모든 식

보였으며 평균 생후 15.5±3.7개월(Fig. 3)로 생후 2

품에 내성을 보였던 연령은 생후 10∼24개월로 생

세 전까지 전례에서 우유를 포함한 나이에 적합한

후 12개월에 33%, 생후 18개월에 80%의 내성률을

식이 가능한 모든 식품에 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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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reactions

Other foods tolerance

Vomiting
Diarrhea
Lethargy
Rash
Abdomen
distention
8

10

12

14

16

18

15.5+3.7(10-24)

20

22

24

5

26

Fig. 3. The age of all foods tolerance of patients with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10

15

20

25

30

(%)

Age (month)

Fig. 4. Adverse reactions after challenge tests with
cow's milk formula in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Serum IgE and Milk RAST Positive Cases and Negative Cases in Cow's
Milk-Sensitive Enteropath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w’s milk
Allergic
Foods tolerance** Allergic disease
tolerance*
family Hx.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rum IgE & milk RAST
12.6±3.9†
14.8±3.2
1/5
0/5
positive (n=5)
(6∼24)
(11∼18)
Serum IgE & milk RAST
12.6±3.6
15.7±3.9
2/16
3/16
negative (n=16)
(7∼16)
(10∼2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0.05, **p＞0.05, †Mean±SD (range), months

3. 우유 유발 시험에 따른 유행 반응 양상
우유 유발시험에 따라 관찰된 유해반응 19회 중
구토(31%), 설사(31%), 보챔 혹은 기면(21%), 발진
(10%), 복부팽만(5%)의 증세를 보였다(Fig. 4).

을 보인 5례와 음성을 보였던 16례를 비교하여, 우
유 내성시기(p＞0.05), 타 식품에 대한 내성 시기(p
＞0.05), 타 알레르기 질환의 발현 유무, 알레르기
가족력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4. 타 알레르기 증상의 발현 및 알레르기 가족력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비염의 병력을
가진 환아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1례(4%)에서,
경도의 증상이 2례(9%)에서 관찰되었으며, 가족
중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환아는 3례(14%)이였다.
5. 혈중 IgE와 우유 RAST 양성군와 음성군
CMSE 진단 당시 혈중 IgE와 우유 RAST에 양성

고

찰

단백가수분해물을 수유하고 있는 CMSE 환자에
서 이른 시기에 혹은 잦은 유발 시험은 아나필락
시성 쇽 등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
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유발 시험
6)
시기의 선택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단

백가수분해물의 가격이 비싸며, 맛이 다소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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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묽고 잦은 변을 보인다는 점과 연령이 증가하

레르기는 이중 맹검법으로 쉽게 진단되는데, 증상

면서 타 식품에 대한 환자의 욕구를 충족하여 주

이 유발되는 음식물 항원의 양이 매우 적어도 가

어야 한다는 점 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즉 부적

능하며, 증상이 즉시 나타나며, 피부 반응 등 증상

절하게 장기간 단백가수분해물을 수유하는 것은

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CMSE 등

영양학적으로는 큰 손실은 없으나 환자와 보호자

지연형 반응을 보이는 CMA-GI의 경우에는 증상이

에게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

서서히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우가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섭취하는 정도의 비

CMSE 환자의 장기 추적 관찰 시 우유나 타 식품

1)
교적 많은 양의 식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에 대한 내성의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9)

하다 .

면역학적 진단 도구로 흔히 이용되는 피부 반응
검사는 비만세포(mast cell)로부터 유리된 IgE 항체

본 연구에서 CMSE는 우유에 대한 내성의 시기

를 진단하는 매우 예민한 검사 도구이며, 즉시형

가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혈중 IgE의 항체가

차이를 보였으나, 생후 12개월 전후에서 빠른 내

의 측정보다도 더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이다.

성율을 보여 생후 16개월 경에는 90%의 내성률을

그러나 대부분의 CMA-GI는 IgE 항체에 의하여 유

보였고 전례에서 생후 2세 이내에 완전한 회복을

발되는 것이 아닌 지연형 반응이므로 피부 반응

보였다. 우유 이외의 타 식품에 대하여 내성을 보

검사의 시행으로 큰 도움을 얻기가 어려워 진단

이는 연령도 생후 10개월에서 24개월로 다양하였

도구로서의 임상적 의의가 낮다. 혈중 IgE 치, 우

으나 생후 16∼18개월경 61∼80%의 내성률을 보였

유 RAST의 측정 또한 지연형 반응을 보이는 위장

으며 생후 2세 이내에 모든 식품에 내성을 보였다.

관 알레르기에서는 진단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

본 연구에서 CMSE 환자에서 우유 유발시험에

1)
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도 입원당시 혈중 IgE와

따른 유해 반응은 구토와 설사 등 위장관 증세가

우유 RAST에 양성을 보인 예와 음성을 보였던 예

주로 관찰되었으며 보챔, 기면 등 환아의 기분의

를 비교하여 우유 및 타 식품에 대한 내성 시기,

변화도 관찰되었다. 발진은 약 10%에서 관찰되어

타 알레르기 질환의 발현 유무, 알레르기 가족력

CMSE 에서도 피부 점막 병변은 관찰될 수는 있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

으나 그 발생 빈도는 높지 않았다. CMSE의 유해

서, CMSE 환아에서 혈중 IgE 치나 우유 RAST는

반응은 주로 위장관 증세로 나타나며, 제IV형인

향후 알레르기와 발현 정도의 예측과 이에 따른 식

지연형 면역반응(delayed hypersensitivity)으로 나타

이 조절의 지침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도구로 판단

나 식품 유발시험 후 수일에서 수주까지 유해 반

된다.

응의 발생이 늦어질 수 있어 유발 식품과의 인과
10,11)

어린 영아기에 성장 장애, 대사성 산증, 폐혈증

. 또

의 증세를 보이고, 우유 유발 및 제거 시험에 따른

한, 보챔 혹은 기면 등 기분의 변화와 같이 주관적

임상적 반응, 소장 조직 생검의 병리적 반응을 근

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여, 객관적으로

거로 진단되는 CMSE는 단백가수분해물의 수유가

유해 반응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12)
치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그러나, 단백가수

대개 집에서 새로운 식품의 첨가를 시도해 볼 수

분해물의 수유는 비싼 가격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있으나 유발 증상의 객관적 판단을 유도하여야 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타 식품의 식이 조절을 어느

다는 점과, 특히 아나필락시성 쇽 등의 병력이 있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

는 환자는 절대적으로 병원내에서 입원 혹은 철저

13)
란의 여지가 있다 . 본 연구를 근거로 CMSE 환

6)
한 의료인의 감독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자에서 우유나 타 식품에 대한 내성은 생후 12개

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부 점막 병변 위주로 반응하는 IgE-매개형 알

월을 전후하여 급속한 내성률이 관찰되며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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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전까지는 호전되는 특성을 알 수 있으며, 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라서, 우유와 타 식품에 대한 유발 시험의 시기는

결 론: CMSE는 2세 이내에 임상적으로 완전한

환자의 임상적 상황과 윤리적 측면 등을 함께 고

회복을 보인다. 우유에 대하여 61%에서 1세까지,

려하여 생후 12개월 전후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

전례에서 2세 전까지 내성을 보여 영유아기의 일

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적 질환으로 판단된다. 타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발현은 특정 음식보다는 개인에 따른 다양한 음식

요

약

물에서 발생하며, 전례에서 2세까지 내성을 보인다.
진단 당시 우유 RAST, 혈중 IgE의 상승과 우유 및

목 적: 우유 과민성 장병증(cow's milk-sensitive

타 식품에 대한 내성의 발현 시기와는 무관하다.

enteropathy, CMSE)은 글루텐 과민성 장병증과는
달리 일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CMSE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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