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2, No. 1, 2007

  113

긴장성 두통 환자에서의 측두하악부 -근육통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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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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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으로 긴장성 두통환자는 측두하악부 의 통 보다는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과 근육통이 함

께 나타나는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긴장성 두통 환자에서 측두하악부의 통과 근육통의 임상양상

을 알아보기 하여 일정기간 내원한 환자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긴장성 두통 진단기 에 따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된 167명  통 환자 18명, 근육통 환자 50명 그리고 통과 근육통이 함께 있는 근육통 환자 9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후, 이를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통군, 근육통군 그리고 근육통군 모두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발  증가율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p=0.02).

2. 통군, 근육통군 그리고 근육통군 모두에서 성별과 구강악습 에 따른 발  증가율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3.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근육통군의 증가율에 비해서 근육통군의 증가율이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p<0.03).

  이상의 연구로 긴장성 두통환자의 임상양상  통, 근육통 그리고 근육통은 성별과의 계와 구강악습 과의 

계에서는 통계학 인 유의성이 없었으나, 나이와의 계에서는 통계 인 유의성이 있었다. 특히 근육통군과 근육통군

에서 통계학 으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증가될수록 근육통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긴장성 두통

의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긴장성 두통, 근육통, 통, 근육통

1)I. 서    론

  두통은 1962년 최 로 Ad Hoc Committee1)에 의해

서 1. 편두통 형태의 성 두통, 2. 근수축성 두통, 

3. 성과 근수축성의 혼합형 두통, 4. 코 운동 

반응에 의한 두통, 5. 망상, 환, 건강염려증에 의한 

두통, 6. 비 편두통성 성 두통, 7. 견인두통, 8. 

성 뇌염으로 인한 두통, 9～13. , 귀, 코와 공동, 치

아, 는 다른 두개나 경부 구조물에 의한 두통, 14. 

교신 자 : 양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구강생물학연구소

화 : 02-958-9359

Fax : 02-968-2043

E-mail : chunyh@khu.ac.kr 

원고 수일 : 2007-01-11

심사완료일 : 2007-03-10

뇌신경염, 15. 뇌신경통으로 분류 되었다. 이  근수

축성 두통이란 일반 으로 후두부 에 르거나 조

이는 듯한 통증의 두통으로 구조 인 변화 없이 골격

근의 지속 인 수축과 련되어 나타나며 일상 스트

스에 의한 개인의 반응으로 정의 하 다. 이후 1988

년에 국제두통학회2) 에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집

성 두통, 이외에 분류되지 않은 일차성 두통과 두부외

상, 성 장애, 사장애, 치아  구강을 포함한 안

면부 장애와 연 되어 나타나는 이차성 두통 등으로 

재분류 하 고, 긴장성 두통을 발병일에 따라 일과성

과 만성으로 나 고 다시 이를 두개주 근육과 연

된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 세분하 다. 이  긴장성 

두통이란 양측 측두근 부 나 후두부 에 조이거나 

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일과성 긴

장성 두통은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고 정의하 다.
 
2004년에 발표한 국

제두통학회3)의 두통 분류는 보다 세분화 하 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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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 두통은 1. 편두통, 2. 긴장성 두통, 3. 군집성 두

통, 4. 기타 일차성 두통이 있고, 이차성 두통은 5. 두

경부 외상성 두통, 6. 뇌 는 경부 장애성 두통, 

7. 비 성 두개내 질환에 의한 두통, 8. 원인물질이

나 이의 투여 지에 의한 두통, 9. 감염에 의한 두통, 

10. 항상성 장애에 의한 두통, 11. 두개골, 목, , 귀, 

코, 부비동, 치아, 구강과 기타 안면  두개조직의 장

애에 의한 두통과 안면통, 12. 정신과  장애에 의한 

두통 그리고 뇌신경통, 추성과 일차성 안면통  기

타 두통은 13. 두부 신경통  안면통의 충성 원인, 

14 기타 두통, 뇌신경통, 추성 는 일차성 안면통

으로 분류 하 다. 그  긴장성 두통은 더욱 세분화 

하 다. 비 빈발 일과성 긴장성 두통은 수분 는 수

일동안 동통이 지속되고, 동통은 형 으로 양측성

이고, 압박감 는 조임이 있으며 보통의 육체  운동

에 의해 나빠지지 않는다. 오심은 없으나 선 오증 

는 음성 오증은 있을 수 있다. 진단기 은 일과성

이 어도 10회, 한 달에 하루 이내, 평균 1년에 12일 

이내, 두통이 30분에서 7일 지속되며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측성이고, 압박

감이나 조임은 있으나, 걷는 거나 계단을 오르는 보통

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 오심이나 구

토가 없으며, 선 오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

가 없고 다른 장애에 향은 없다. 빈발 일과성 긴장

성 두통은 수분 는 수일동안 동통이 지속되고 동통

은 형 으로 양측성이고, 압박감 는 조임이 있으

며,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나빠지지 않는다. 오

심은 없으나 선 오증 는 음성 오증은 있을 수 

있다. 진단기 은 일과성이 어도 10회, 한 달에 하

루이내이거나 같거나 15일 이내, 1년에 12일 이내이

거나 같거나 180일 이내 어도 3달 동안, 두통은 30

분에서 7일 지속되며 두통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측성이고, 압박감이나 

조임은 있으나, 걷는 거나 계단을 오르는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 오심이나 구토는 없

고, 선 오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가 없으며 

다른 장애에 향이 없다. 만성 긴장성 두통은 일과성 

긴장성 두통이 매일 는 자주 수분에서 수일 동안 

나타난다. 동통이 형 인 양측성이고, 압박감 는 

조임이 있으며,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나빠지지 

않는다. 미약한 오심이 있으며 선 오증 는 음성

오증이 있을 수 있다.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이

나 같거나 1년 내 180일 이상 평균 3달 이상이고 두통

이 수 시간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두통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측성이고, 압

박감이나 조임이 있으며, 걷는 거나 계단을 오르는 보

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 선 오

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가 없거나 미약한 오심

은 있으나, 등도 는 심한 오심이나 구토는 없으며 

다른 장애에 향이 없다. 추정 긴장성두통은 의 진

단기  의 하나와 추정 편두통 진단기  의 하나

를 따른다. 어떤 경우는 둘 의 하나로 결정하는 것

이 명하다.

  Lee
4)
 등이 발표한 긴장성 두통환자의 치의학  평

가에서 긴장성 두통환자는 두개주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구장애와 측두하악 의 

잡음 그리고 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

다.

  긴장성 두통의 일반 인 이환율은 30～80%로 연구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5,6) 
Rasmussen

7)
이 시행한 

덴마크 인구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 달에 1

번 두통이 있는 경우가 59%이며, 한 달에 두통이 수

회 나타나는 경우는 37% 다. Hollnagell과 

Norrerlund8)는 체 두통환자  만성 긴장성 두통은 

3%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 Gracia-Naya9)는 긴장

성 두통환자의 평균 연령은 47.4세라고 보고 하 다. 

Lavados10) 등은 긴장성 두통은 주로 여성에서 더 호

발 한다고 보고 하 다. Rasmussen11) 등은 여성 환자 

에서 39%가 월경 시에 두통이 더 심하다고 보고 하

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다른 두통과 마찬가지로 뚜

렷한 원인이 없다. 그러나 많은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서 가능성 있는 원인요소들이 제시되었다. 가능성 있

는 원인요소  0순 는 명확한 원인요소가 없다는 

것이며, 1순 는 2～9순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2

순 는 악구강기능장애이며, 3순 는 심리사회  스

트 스, 4순 는 불안, 5순 는 우울증, 6순 는 심인

성 두통, 7순 는 근육성 스트 스, 8순 는 긴장성 

두통으로 인한 약물과용, 9순 는 속발성 두통을 유

발하는 장애  하나 순이다. 즉, 긴장성 두통의 원인

요소  0순 는 없으며 1순 는 2순 부터 7순 까

지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실질 인 최우선

순 는 2순 인 악구강기능장애이다. 12) 악구강기능

장애의 진단기 은 음 유무, 개구장애 유무, 개폐

구시 통증 유무, 개구제한, 이 악물기, 이갈이 등 일반

인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기 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13)
 악구강기능장애를 검사하는 방법은 음 

검사, 부 진, 개구량, 교합 등 측두하악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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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법과 유사하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장성 두통환자의 임상양

상을 평가하여, 특히 나이, 성별, 구강 악습 의 존재

유무 등을 검사하고 측두하악 부 의 통과 근육

통  근육통을 조사 비교하여 상호 련성이 있

는지 확인해 보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일정기간 경희 학교 치과 학 부속치과병원 구강

내과에 통증을 주소로 하여 내원한 환자  통상 인 

검사를 시행하여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된 167명을 

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한 검사를 하 다. 설문조사

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주소, 발

일, 구강악습  등 환자에 한 기본정보와 국제두통

학회의 진단 기 에 따른 통증의 질, 통증의 강도, 양

측성 유무 그리고 일상생활에 의한 통증의 악화 유무

에 한 정보를 얻었다. 얻은 정보로 18명은 측두하악

부 통, 50명은 측두하악부 근육통 그리고 99명은 

측두하악부 근육통으로 진단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 다. 

  이러한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Excel(version 2002 

sp-2 Microsoft Co. Richmond WA U.S.A.)을 이용하

여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으며 Stastica 

(Kernel release ver. 5.5, statsoft Inc. Tulsa UK 

U.S.A.)를 이용하여 성별, 악습 과 나이에 한 크기 

비교를 해 Student t-test를 시행하 고 비율의 비

교를 해서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 으며 유의

성 있는 나이 항목에 해 추가 으로 Post hoc test

를 시행하 다. 신뢰범 는 0.05 수 으로 하 다.

%(n) Age

Gender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over Total

Athralgia Male 0.00(0) 1.20(2) 1.20(2) 0.60(1) 0.00(0) 0.00(0) 0.60(1) 3.59(6)

group Female 0.00(0) 0.60(1) 1.80(3) 2.40(4) 1.80(3) 0.00(0) 0.60(1) 7.19(12)

Myalgia Male 0.00(0) 1.80(3) 5.99(10) 0.60(1) 2.40(4) 0.00(0) 1.20(2) 11.98(20)

group Female 0.00(0) 0.60(1) 6.59(11) 3.59(6) 4.19(7) 1.20(2) 1.80(3) 17.96(30)

Athromyalgia Male 0.00(0) 2.99(5) 11.98(20) 0.60(1) 0.00(0) 1.80(3) 0.00(0) 17.37(29)

group Female 0.00(0) 7.78(13) 19.16(32) 6.59(11) 3.59(6) 2.40(4) 2.40(4) 41.92(70)

All group 0.00(0) 14.97(25) 46.71(78) 14.37(24) 11.98(20) 5.39(9) 6.59(11) 100.00(167)

Table 1. Distribution  of patients

Ⅲ. 연구결과

  조사된 167명의 긴장성 두통환자 분포는 측두하악

부 통군(이하 통군)이 10.78%(남성 3.59%, 여

성 7.19%), 측두하악부 근육통군(이하 근육통군)이 

29.74%(남성 11.98%, 여성 17.96%)이고 측두하악부 

근육통군(이하 근육통군)이 59.29%(남성 

17.37%, 여성 41.92%) 으며, 체 으로는 여성이 

67.07%로 남성32.93% 보다 많았다. 통군은 나이 

증가에 유의성이 없었으나 근육통군과 근육통군

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이 나타났다(Table 

1).

  구강악습 의 존재유무는 세 군 모두에서 존재하

지 않았으며 세 군간의 차이도 없었다. 세 군에서 성

별에 따른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연령 증가

에 한 통계에서는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 되었다

(Table 2).

  유의성 있게 나타난 연령에 따른 변화는 다시 세 군

에서 상호 통계 인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근육

통군과 근육통군이 상호 유의성이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근육통군의 증가율에 비해서 근육

통군의 증가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3).

Ⅳ. 총   고찰

  2004년에 발표한 국제두통학회3)의 긴장성 두통 분

류는 보다 세분화 하 다. 비 빈발 일과성 긴장성 두

통은 수분 는 수일동안 동통이 지속되고, 동통은 

형 으로 양측성이고, 압박감 는 조임이 있으며 보

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나빠지지 않는다. 오심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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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F/X2) degree of freedom(df) p value

Age F=3.9 2 * 0.02

Sex X2=1.7 2 0.42

Oral Parafunction X
2=1.7 2 0.42

Table 2. The results of Student t-test and Pearson Chi-square test 

Mean Number Standard Deviation

Arthromyalgia Group 29.49495 99 13.04089

Myalgia Group 36.16000 50 15.69266

Arthralgia Group 33.44444 18 14.57727

All Groups 31.91617 167 14.28767

Table 3. The result of Scheffe's post hoc test (Age) 

 

으나 선 오증 는 음성 오증은 있을 수 있다. 진

단기 은 일과성이 어도 10회, 한 달에 하루 이내, 

평균 1년에 12일 이내, 두통이 30분에서 7일 지속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

측성이고, 압박감이나 조임은 있으나, 걷는 거나 계단

을 오르는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

다. 오심이나 구토가 없으며, 선 오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가 없고 다른 장애에 향은 없다. 빈

발 일과성 긴장성 두통은 수분 는 수일동안 동통이 

지속되고 동통은 형 으로 양측성이고, 압박감 

는 조임이 있으며,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나빠지

지 않는다. 오심은 없으나 선 오증 는 음성 오

증은 있을 수 있다. 진단기 은 일과성이 어도 10

회, 한 달에 하루이내이거나 같거나 15일 이내, 1년에 

12일 이내이거나 같거나 180일 이내 어도 3달 동안, 

두통은 30분에서 7일 지속되며 두통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측성이고, 압

박감이나 조임은 있으나, 걷는 거나 계단을 오르는 보

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 오심이나 

구토는 없고, 선 오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

가 없으며 다른 장애에 향이 없다. 만성 긴장성 두

통은 일과성 긴장성 두통이 매일 는 자주 수분에서 

수일 동안 나타난다. 동통이 형 인 양측성이고, 압

박감 는 조임이 있으며,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나빠지지 않는다. 미약한 오심이 있으며 선 오증 

는 음성 오증이 있을 수 있다. 두통이 한 달에 15

일 이상이나 같거나 1년 내 180일 이상 평균 3달 이상

이고 두통이 수 시간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두통이 다

음과 같은 특징이 어도 두 가지를 포함 한다. 양측

성이고, 압박감이나 조임이 있으며, 걷는 거나 계단을 

오르는 보통의 육체  운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다. 

선 오증 는 음성 오증 의 하나가 없거나 미

약한 오심은 있으나, 등도 는 심한 오심이나 구토

는 없으며 다른 장애에 향이 없다. 추정 긴장성두통

은 의 진단기  의 하나와 추정 편두통 진단기  

의 하나를 따른다. 어떤 경우는 둘 의 하나로 결

정하는 것이 명하다.

  긴장성 두통환자는 두개주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지만, 개구장애와 측두하악 의 

잡음 그리고 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4)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다른 두통과 마찬가지로 뚜

렷한 원인이 없다. 그러나 많은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서 가능성 있는 원인요소들이 제시되었다. 가능성 있

는 원인 요소  0순 는 명확한 원인요소가 없다는 

것이며, 1순 는 2～9순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2

순 는 악구강기능장애이며, 3순 는 심리사회  스

트 스, 4순 는 불안, 5순 는 우울증, 6순 는 심인

성 두통, 7순 는 근육성 스트 스, 8순 는 긴장성 

두통으로 인한 약물과용, 9순 는 속발성 두통을 유

발하는 장애  하나 순이다. 즉, 긴장성 두통의 원인

요소  0순 는 없으며 1순 는 2순 부터 7순 까

지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실질 인 최우선

순 는 2순 인 악구강기능장애이다.
11)

  긴장성 두통은 그 발  부 가 구강안면 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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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경우가 있고 나타나는 통증도 작근을 포함

한 두경부 근육의 병변과 련성이 있으므로 측두하

악장애를 포함한 구강안면통증과 감별을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치료에 있어서도 치의

학 인 방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15) Auh16) 등이 발

표한 긴장성 두통 환자와 측두하악 장애 환자는 

치의학  통증양상을 보 으며, 긴장성 두통환자에게

서도 치의학  리와 치료가 요하다는 결론을 발

표하 다.

  Rasmussen
17)
 등에 의한 덴마크 인구 조사에서는 

일과성 긴장성 두통의 유병율은 74%로 높게 나타났

다. 30 와 40 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Schwartz18) 등

이 발표한 일과성 긴장성 두통은 여성에서 42%, 남성

에서 36%로 여성에서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긴

장성 두통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

다. 미국에서의 유병율은 38.3%로 나타났다. Roh
19)
 

등이 시행한 한국에서의 조사에서는 긴장성 두통은 

16.2%로 낮게 보고 있다. 체 으로 두통을 호소하

는 경우가 체 긴장성 두통 환자  37.1% 으며 

occipitonuchal 부 가 39%로 가장 많았고 temporal, 

frontal, eyeball 순이었다. 10 에 발병하는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10～39세 사이에 발병한 경

우가 79.2%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긴장성 두통 환자는 10-30 에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에서 호발됨을 보

이고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일반 인 유병율은 장애의 징

후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40～75%이며, 증상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약83%라고 보고되었

다. 잡음이나 개구시 편  등과 같은 몇몇 징후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약50% 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개

구장애와 같은 다른 징후는 5%로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 다.20,21,22,23,24) List25) 등의 연구에서 측두하악

장애 환자  78%가 여성이었으며 22%가 남성이라고 

보고하 다. 76%에서 근육장애가 발견되었으며, 우

측 측두하악 에 원 변 를 보이는 환자가 

32%, 좌측 측두하악 에 원 변 를 보이는 

환자가 39%, 측두하악 의 염증성 장애가 우측에 

25%, 좌측에 32%로 찰되었다고 보고 하 다.

  측두하악장애와 긴장성 두통의 임상  양상은 주

 통증의 형태가 둔통이었으며, 편측성으로 나타

나고 일상생활  작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통증의 강도는 긴장성 두통이 측두

하악장애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두통의 빈도와 강도, 작계 기능이상에 한 연구

에서 이악물기와 이갈이 습 이 두통의 빈도와 련

이 있다고 보고 하 다.26) Monila27) 등이 보고한 측두

하악장애 환자군에서 이갈이가 있는 환자가 57%, 두

통이 있는 환자가 76%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이  이갈이와 긴장성 두통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24%라고 보고하 다. Pergamanlian
28)
 등의 연구에서 

이갈이가 가끔 있는 경우가 32.1%, 이갈이를 자주 하

는 경우가 46.7%라고 보고하 다. 하지만 Huh29) 등

은 구강악습 이 긴장성 두통의 통증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구강악습 은 긴장성 두통환자에서 양측성과 심도

의 비둔통을 보 으나 통계학 인 유의성을 보이지

는 않았다.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장애는 26～31% 으며 근육장애

는 30～33%라고 보고하 다.30,31) Schiffman32) 등이 발

표한 인구조사 연구에서 장애가 보이는 사람이 

33%, 근육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41%라고 보고하 으

며 이  근육장애가 23%, 장애가 19%, 근육장애

와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가 27%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근육통과 통과 근육통이 함께 

나타나는 근육통에서 통계학 인 유의성이 나타

났으며 그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통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Kim33) 등은 긴장성 두통이 일상생활에 의해서 통

증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통과 근육통

이 함께 있는 긴장성 두통 환자는 다른 긴장성 두통 

환자에 비해서 가벼운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통증이 

쉽게 증가 된다고 하 다.

  일상생활 에 긴장성 두통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많이 있으나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향 후 본 방법이외

의 기 으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V. 결    론

  일반 으로 긴장성 두통환자는 측두하악부 의 

통 보다는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과 근육통이 함께 나타나는 근육통을 호소하

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긴장성 두통 환자에서 측두하

악부의 통과 근육통의 임상양상을 알아보기 

하여 일정기간 내원한 환자  국제두통학회에서 제

시한 긴장성 두통 진단기 에 따라 긴장성 두통으로 



오병섭・어규식・홍정표・ 양

118

진단된 167명  통 환자 18명, 근육통 환자 50명 

그리고 통과 근육통이 함께 있는 근육통 환

자 9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후, 이를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통군, 근육통군 그리고 근육통군 모두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발  증가율은 통계학 으로 유

의하 다(p=0.02).

2. 통군, 근육통군 그리고 근육통군 모두에서 

성별과 구강악습 에 따른 발  증가율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근육통군의 증가율에 

비해서 근육통군의 증가율이 통계학 으로 유의

하 다(p<0.03).

  이상의 연구로 긴장성 두통환자의 임상양상  

통, 근육통 그리고 근육통은 성별과의 계와 

구강악습 과의 계에서는 통계학 인 유의성이 없

었으나, 나이와의 계에서는 통계 인 유의성이 있

었다. 특히 근육통군과 근육통군에서 통계학 으

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증가될수록 근육

통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긴장성 두

통의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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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attern of Pain on Temporomandibular Joint-Muscle Area 

in Tension-type Headache Patients

Byung-Sub Oh, D.M.D.1 Q-Schick Auh, D.M.D.,M,S,D.,Ph.D.1, 

Jung-Pyo Hong, D.M.D.,M.S.D.,Ph.D.
1,2, Yang-Hyun Chun, D.M.D.,M.S.D.,Ph.D.1

Dep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Institute of Oral biology,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Although most cases of tension-type headache(TTH) are myogenic headache, in some cases, arthralgia appears, such 

as the disorder of the temporamandibular joint.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the clinical patterns of arthralgia to 

those of myalgia, when both symptoms are co-existing. Among 167 patients who visit our clinic during a certain period, 

whose chief complaint was TTH, 18 patients were the arthralgia group, 50 patients were the myalgia group, and 99 

patients who have both arthralgia and myalgia were the arthromyalgia group. Three group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s about their age, gender, and oral parafunction such as bruxism or clenching. Then we gathered statistics 

on the data from the accomplished questionnaires.

1.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ge among the three groups(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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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ex and oral parafunction among the three groups.

3.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yalgia group was older than the arthromyalgia group(p<0.03).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s patients become older, TTH with myalgia happens more frequently than TTH 

with arthralgia and myalgia does.

Key words : Tension-type headache(TTH), Myalgia, Arthralgia, Arthromyalg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