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4-year-old woman with right foot drop
Brief History
•

Findings of Needle Electromyography

주증상
- 2개월 전부터 우측 발목을 들어올리기가 어렵고 발등이 저리다.

• 현 병력
- 2개월 전 출산 후 수유중인 산모 (대학원생)
- 양반다리로 앉아서 수유를 자주하며 앉은 자세에서 우측 발등이 저린 증
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등을 위로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짐.
- 육아를 계속 하며 발목의 힘이 더 없어졌으며 좌측 손가락과 손바닥의
저린 증상도 발생하였다.
- 1년 6개월 전 수영을 배울 때 우측 발목의 근력 저하가 발생하여
100 uV

발차기가 어려웠음.

100 ms

Clinical course

• 과거력 : 특별한 과거력 없음
• 가족력
- 알고 있는 병력은 없으나 남동생이 환자와 같이 발목근력 저하가

조금씩 호전되어 검사 후 3주부터 보행이 편해졌음.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Neurological Examination
• Motor (right / left)
- Shoulder abduction
- Elbow flexion
- Elbow extension
- Wrist flexion
- Wrist extension
- Finger spread
- Finger grip
-

V/V
V/V
V/V
V/V
V/V
V/V
V/V

Hip flexion
V/V
Hip extension
V/V
Knee flexion
V/V
Knee extension
V/V
Ankle dorsiflexion IV / V
Ankle plantar flexion V / V
Ankle inversion
V/V
Ankle eversion
IV+ / V
Big toe dorsiflexion IV / V

•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줄었으며 이후 증상이 저절로

• 좌측 손을 덜 쓰면서 좌측 손 저림은 호전되었으나 육아 시간이 늘어나고
좌측 대신 우측 손을 쓰면서 우측 2,3,4 번째 손가락 저림은 더 심해졌다.

• Sensory
- Intact
• DTRs (right /left)
- Triceps jerk
+/+
- Biceps jerk
+/+
- Brachioradialis jerk + / +
- Knee jerk
+/+
- Ankle jerk
+/+

Follow up Neurological Examination
–
–
–
–
–

Ankle dorsiflexion IV+ / V
Ankle plantar flexion V / V
Ankle inversion
V/V
Ankle eversion
V- / V
Big toe dorsiflexion IV+ / V

Follow up Nerve Conduction Study

• Lt hand
- APB weakness IV0 / atrophy(-)
- Tinel / Phalen test (+ / +)

Findings of Nerve Conduction Study
Motor NCS

Sensory NCS

NCS 정상치
Motor

Median N
CMAP amplitude
5
Terminal latency
3.6
CV W-E(상지) /K-A(하지) 49
Across E
E-A(상지)/K-PF(하지) 55

F-wave latency
Sensory
SNAP amplitude
CV F-W(상지)
W-E(상지)
E-A(상지)
P-W(상지)

30
Median N
10
41
49
53
34

Ulnar N
5
2.5
50
42
52
30
Ulnar N
10
39
47
48

H-reflex

Peroneal N
4
4.7
41

Post. tibial N
5
5.1
40

39
50

56

Super. Peroneal N Sural N
4
6
40
34

31

약자
CV: conduction velocity
W: wrist, E: elbow, A: axilla(상지)
K; knee, A; ankle(하지), PF: polpiteal fossa,
P; palm

Questions
1. NCS/EMG에서 관찰되는 이상소견 3가지는?
1) 우측 foot drop 관련
2) 좌측 손 저림 관련
F-wave

H-reflex

3) 무증상의 동반된 이상

2. 환자에게 증상을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
3. 질환과 연관된 Gene의 이름은?
4. 위 질환에서 마비가 잘 발생하는 부위(4군데)?

Answer
1. Rt. common peroneal neuropathy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s (left>right)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onduction block, Demyelinating
nature의 terminal latency증가, F-wave latency증가, motor conduction
velocity 감소)
2. Compression
(수유시 양반다리로 앉아 peroneal nerve의 compression, 육아로 인한 잦
은 손사용으로 인한 손목압박으로 인한 CTS)
3. PMP22
4. fibular neck for the peroneal nerve
cubital tunnel for the ulnar nerve
spiral groove of the humerus for the radial nerve
carpal tunnel for the median ne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