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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과 이갈이 습 의 상호 계

경희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허기회・김진석・홍정표・ 양

  긴장성두통환자의 통증이 구강악습 과 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하 다. 일정기간 내원한 긴장성두통환자 58명 

 구강악습 (이갈이, 이악물기, 이갈이와 이악물기) 환자 20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머지 38명을 조군으로 하여 국제두

통학회의 긴장성두통 진단기 안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후 통계처리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간의 성별(p=0.91)  나이(p=0.73)는 유의성이 없었다.

2. 통증의 종류에서 두 군 공히 둔통이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69), 비둔통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서 많았다.

3. 통증의 강도에서 두 군 공히 비심도가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40), 심도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서 많았다.

4. 통증의 양측성 유무에서 두 군 공히 편측성이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52), 양측성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서 

많았다.

5. 통증의 일상생활시 악화유무에서 두 군 공히 악화가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74), 악화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서 많았다.

  구강악습 이 있는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은 구강악습 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양측성이며 심도의 비둔통이 많았고 일상

생활에 의해서 더 쉽게 증가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구강악습 은 국제 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기 으로는 긴장성두통환자의 통증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상생

활에 의해서 더 쉽게 악화되므로 향후 작이나 화 등 구체 인 일상생활의 조건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고 사료된다.

주제어 : 긴장성두통, 이갈이습 , 통증, 두통, 구강악습

1)Ⅰ. 서    론

  두통은 1962년에 최 로 Ad Hoc Committee에 의

하여 편두통, 근수축성 두통, 혼합형 두통 등으로 분

류되었다1). 이후 1988년에 국제두통학회에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 이외에 분류되지 않은 일

차성 두통과 두부외상, 성 장애, 사장애, 치아 

 구강을 포함한 안면부 장애와 연 되어 나타나는 

이차성 두통 등으로 재분류 하 고, 긴장성 두통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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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에 따라 일과성과 만성으로 나 고 다시 이를 두

개주 근육과 연 된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 세분

하 다.
2) 

  긴장성두통은 양측 측두근 부 나 후두부 에 조

이거나 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 으로 나타나는 두

통이다
3)
.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긴장성두통의 진

단기 은 통증의 형태, 통증의 강도, 양측성 유무, 그

리고 일상생활에 의한 통증의 악화 유무이며 이외에

도 오심, 구토, 선 오증, 음성 오증 등과 같은 증

상도 참고로 하 다2). Rasmussen4)등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긴장성두통은 조이는 듯한 통증을 보이며, 

통증의 강도는 경도 는 등도로 나타난다. 통증의 

발 치는 양측성이며, 일상생활에 의해서 쉽게 악

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5)

  긴장성 두통의 발병원인은 아직 밝 지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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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능성 있는 원인요소들이 제시되었다.
6)
 가능성 

있는 원인요소  0순 는 명확한 원인요소가 없다는 

것이며, 1순 는 2～9순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2순 는 악구강기능장애(oromandibular dysfunction)

이며 3순 는 심리사회  스트 스, 4순 는 불안, 5

순 는 우울증, 6순 는 심인성 두통, 7순 는 근육성 

스트 스, 8순 는 약물 과용, 9순 는 속발성 두통을 

유발하는 장애  하나 순이다. 이들 원인요소  가

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악구강기능장

애이다.
7)
 악구강기능장애는 턱, , 구강의 습 뿐만 

아니라 기능이상과 형태학 인 이상의 증상과 징후

를 포함하는 것이다.

  구강악습 은 치아, 치주조직, 구강안면의 신경근

육의 손상을 일으키는 지속 이고 반복 인 활동으

로 정의될 수 있는데,8) 10 에서 40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

다.9)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교합간섭, 정서 , 신

체  스트 스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알콜, 

약에 의해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8) 

이러한 구강악

습 에는 이악물기, 이갈이 등의 비기능  활동들이 

포함되는데, 이악물기는 상하악간의 계에서 힘을 

가하여 반 악궁과 치아간 최 감합 를 이루는 정

인 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갈이는 

상하악간 최 감합 를 이룬 상태에서 힘을 가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10)
 1993년 미국구

강안면통증학회에서는 이갈이를 이갈이와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11)

이러한 구강악습 은 구강안면 역의 작근이 

지속 으로 둔하고 쑤시는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근

육통을 유발한다.

  구강악습 은 목과 구강안면부 의 발통 과 작

근의 과활성을 유발하는 지속 인 요소로서 두통과 

많은 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지고 있다. 왜냐하

면, 두부와 목의 발통 은 두통을 유발시키는 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한 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게서 구강악습 이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으

며,
12)
 구강악습 이 두통의 빈도와 련이 많다는 보

고도 있다.13) 한, 이갈이와 두통  안면통간에 

련이 있으며, 이는 작근의 수축, 피로에 의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악습 이 긴장성두통과 

많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므로, 긴

장성두통 환자에게서 구강악습 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긴장성두통의 진단기 에서 살펴보았

을 때 구강악습 이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일정기간 통증을 주소로 경희 학교 치과 학 부

속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환자  긴장성 두통

으로 진단된 58명의 환자 에서 이갈이, 이악물기, 

그리고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함께 있는 구강악습

환자 20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머지 38명을 조군

으로 하 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 는데, 

환자의 나이와 성별, 주소, 발병일, 구강악습 , 통증

의 종류, 통증의 강도, 일상생활에 의한 변화에 한 

항목이 있었으며, 이  구강악습 은 이갈이, 이악물

기,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같이 있는 것, 이 게 3가지

로 분류하 으며, 통증의 종류는 비둔통, 둔통으로 분

류하 고, 강도는 비심도, 심도로 분류하 다. 

  이러한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Excel (vers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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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으며, Stati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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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이용하여 크기 비교를 해서 Student t-test

를 시행하 고, 신뢰범 는 0.05 수 으로 하 다.

Ⅲ. 연구결과

  실험군의 남녀성비는 각각 25%와 75% 으며, 

조군은 각각 23.08%와 76.92% 고, 두 군간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p=0.91). 두 군의 평균나이는 실험군이 

32.30세, 조군이 31.05세로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p=0.73)(Table 1). 실험군과 조군 모두 통증의 종

류에서 둔통이 많았으나 실험군이 20%로 조군의 

15.79%보다 비둔통이 많았다. 그러나,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p=0.69)(Table 2).

  통증의 강도는 두 군 공히 비심도의 통증이 많았으

나, 심도의 통증이 실험군에서 15%로 조군의 7.89%

보다 많았다. 그러나,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p=0.40) 

(Table 3).

  통증의 양측성 유무는 두 군 모두 편측성이 많았으

며, 양측성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실험군에서 

40.00%로 조군의 31.58%보다 많았다. 하지만,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p=0.52)(Table 4).

  일상생활시 악화유무는 두 군 모두 악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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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0)

   Age

Con.(n=38) Exp.(n=20)

Male(9) Female(29) Male(5) Female(15)

11 - 20  2.63(1) 13.79(4)  0.0(0)  5.0(1)

21 - 30 10.53(4) 44.83(13)  0.0(0) 30.0(6)

31 - 40  5.26(2) 24.14(7) 25.0(5) 20.0(4)

41 - 50  2.63(1) 10.34(3)  0.0(0) 15.0(3)

51 - 60  2.63(1)  6.90(2)  0.0(0)  5.0(1)

Total 32.78 30.52 23.80 35.13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 Age

%(n) Con. (38) Exp. (20)

Dull pain 84.21(32) 80.00(16)

Non dull pain 15.79(6) 20.00(4)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Exp. (p=0.69)

Table 2. Type of Pain Quality

 

%(n) Con. (38) Exp. (20)

Non-severe 92.11(35) 85.00(17)

Severe  7.89(3) 15.00(3)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orup

Exp. (p=0.40)

Table 3. Degree of Pain Intensity

가 많았으며, 실험군에서 65%로 조군의 60.53%에 

비하여 많았으나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p=0.74) 

(Table 5).

Ⅳ. 총   고찰

  두통은 일상생활시 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는 

통증  하나로 1988년 국제두통학회에서 두통을 원

발성 두통과 속발성 두통, 뇌신경통  추성 안면통

과 기타 두통으로 크게 분류하 다. 긴장성 두통은 원

%(n) Con. (38) Exp. (20)

Bilatral 31.58(12) 40.00(8)

Unilateral 68.42(26) 60.00(12)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Exp. (p=0.52)

Table 4. Site of Location

%(n) Con. (38) Exp. (20)

Non-Aggravation 39.47(15) 35.00(7)

Aggravation 60.53(23) 65.00(13)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Exp. (p=0.74)

Table 5. Degree of Pain Aggravation

발성 두통에 속해 있으며, 국제두통학회에서 르거

나 조이는 느낌의 두통이라고 정의하 다. 

  일과성 긴장성 두통은 수분에서 수일동안 지속되

는 두통으로,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르거나 조

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특징 이며 통증의 강도는 

경도 는 등도이며 일상생활에 의해서 악화되지 

않는다고 국제두통학회에서 정의하 다. 만성 긴장성 

두통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그 양상은 일

과성 긴장성 두통과 유사하다. 

  구강악습 은 치아, 치주조직, 근신경계에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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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반복된 활동이며 작근의 과활성을 유발하기

도 한다. 이러한 구강악습 에는 이악물기, 이갈이, 

손톱깨물기, 물기, 볼깨물기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이악물기, 이갈이, 이악물기와 이갈이가 같이 있

는 경우만을 한정하 으며, 미국구강안면통증학회에

서는 이갈이를 이갈이와 이악물기를 통칭하는 용어

로 정의하 다. 구강악습 은 목과 구강안면부 의 

발통 과 작근의 과활성을 유발하는 지속 인 요

소로서 두통과 많은 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지

고 있다. 왜냐하면, 두부와 목의 발통 은 두통을 유

발시키는 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Wanman과 

Agerber13)은 두통의 빈도와 강도, 작계 기능이상에 

한 연구에서 이악물기와 이갈이 습 이 두통의 빈

도와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Molina등10)은 

이갈이와 긴장성두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24%라

고 보고하 으며, Pergamalian등
15)

은 이갈이가 가끔 

있는 경우가 32.1%, 이갈이를 자주 하는 경우가 

47.6%라고 보고하 다. Biondi14)는 이갈이와 구강안

면통  두통이 서로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Kampe등16)은 이악물기습 을 가진 환자에게서 안면, 

턱, 두부의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 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이갈이와 두통 사이에 연 성이 발

견되었다고 보고하 다.17)-19) 하지만, Moss등20)은 긴

장성두통 환자군보다 편두통 환자군에서 더 많은 구

강악습 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이처럼 

아직은 서로 상반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구강악습 을 가진 긴장성 두통환자는 

이악물기 7명, 이갈이 9명, 이악물기와 이갈이가 같이 

있는 경우가 4명이었다. 

 긴장성 두통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1,22) 한국에서의 Roh등23)에 의한 조사 결과에 의하

면 남성에서 17.8%, 여성에서의 14.7%로 남성에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만성 긴장성 두통

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성별을 살

펴보면, 실험군의 경우 남자가 5명, 여자가 15명이었

으며 조군의 경우 남자가 9명, 여자가 29명이었다. 

긴장성 두통은 30 와 40 에서 최고로 나타나며,4) 

Roh등
23)

에 의하면 남성에서는 50 에서, 여성에서는 

20 에서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다. Okeson24)은 남성 

평균 34.2세, 여성 평균 33.8세라고 보고하 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32.30 으며, 조군

은 31.05세 다. 성별과 나이에서 두 군간 차이는 없

었다.

  긴장성 두통은 둔하거나 비맥동성인 두통으로 조

이거나 르는 느낌 는 머리나 어깨가 무거운 느낌

으로 표 되는 통증을 특징 으로 한다
4,25,26) 

Rasmu-

ssen등4)은 일과성 긴장성 두통 환자 에서 78%가 

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 으며, Roh등23)은 

긴장성 두통 환자 에서 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

이 51.2%라고 보고하 다. 한 어등27)은 긴장성 두

통환자의 80%가 둔통을 호소한다고 하 다. 이번 연

구에서 통증의 질은 실험군의 경우 둔통이 80%, 비둔

통이 20% 으며 조군의 경우 둔통이 84.21%, 비둔

통이 15.79% 다. 두 군 공히 둔통이 비둔통보다 많

았으나 실험군에서 비둔통의 비율이 조군보다 높

았다. 두 군간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긴장성 두통의 통증 강도는 경도 는 등도로 나

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1)
. Rasmussen등

4)
은 일과성 긴

장성 두통 환자  99%에서 경도 는 등도의 통증

이 나타남을 보고하 고, Roh등23)은 경도의 통증이 

48.1%, 등도의 통증이 43.8%, 심도의 통증이 8.0%

라고 보고하 다. 한 어등27)은 긴장성 두통환자에

서 경도 는 등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89.1%라고 보고하 다. 이번 연구에서 통증의 강도는 

실험군의 경우 비심도가 85%, 심도가 15% 으며 

조군의 경우 비심도가 92.11%, 심도가 7.89% 다. 두 

군 공히 비심도가 심도보다 많았으나 실험군에서 심

도의 비율이 조군보다 높았다. 두 군간 통계  유의

성은 없었다.

  긴장성 두통은 통증의 양상이 양측성으로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smussen등4)은 양측성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90%라고 하 고, Roh등23)은 

55.6%의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

다. 하지만, 어등27)에 의하면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63.6%로 양측성보다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이번 연구에서 통증의 양측성 유무는 실험군의 

경우 양측성이 40%, 편측성이 60% 으며 조군의 

경우 양측성이 31.58%, 편측성이 58.42% 다. 두 군 

공히 편측성이 양측성보다 많았으나 실험군에서 양

측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조군보다 높았다. 두 군

간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긴장성 두통은 일상생활에 의해서 통증이 악화되

지 않는 것을 특징을 한다. Rasmussen등4)은 긴장성 

두통 환자  74%가 일상 생활 에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으나, Roh등
23)

은 긴장성 두통환자

의 32.1%가 일상 생활시 통증이 악화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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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등
27)

은 작, 화 등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통

증이 악화되는 빈도가 62.8%라고 보고하기도 하 다. 

이번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의해서 통증이 악화되는 

비율은 실험군의 경우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35%, 악

화되는 경우가 65% 으며, 조군의 경우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39.47%, 악화되는 경우가 60.53% 다. 

두 군 공히 악화되는 겨우가 높았으며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두 군간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구강악습 이 있는 긴장성두통환자의 통증은 구강

악습 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양측성이며, 심도의 비

둔통이 많았고, 일상생활에 의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구강악

습 은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긴장성두통의 진단

기 으로 볼 때 통증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향후 작이나 화 등 구체 인 일상생

활의 조건에 따른 통증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타 본 연구방법 이외의 기 으로도 평

가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긴장성두통환자의 통증이 구강악습 과 련이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하 다. 일정기간 내원한 긴

장성두통환자 58명  구강악습 (이갈이, 이악물기, 

이갈이와 이악물기) 환자 20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

머지 38명을 조군으로 하여 국제두통학회의 긴장

성두통 진단기 안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후 통계처

리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간의 성별(p=0.91)  나이(p=0.73)

는 유의성이 없었다.

2. 통증의 종류에서 두 군 공히 둔통이 많았으며, 유

의성은 없었고(p=0.69), 비둔통은 실험군이 조군

에 비해서 많았다.

3. 통증의 강도에서 두 군 공히 비심도가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40), 심도는 실험군이 조군

에 비해서 많았다.

4. 통증의 양측성 유무에서 두 군 공히 편측성이 많았

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52), 양측성은 실험군

이 조군에 비해서 많았다.

5. 통증의 일상생활시 악화유무에서 두 군 공히 악화

가 많았으며, 유의성은 없었고(p=0.74), 악화는 실

험군이 조군에 비해서 많았다.

 구강악습 이 있는 긴장성 두통환자의 통증은 구강

악습 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양측성이며 심도의 비

둔통이 많았고 일상생활에 의해서 더 쉽게 증가되었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구강악습 은 국제 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기

으로는 긴장성두통환자의 통증변화에 향을 미치

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의해서 더 쉽게 악화되므로 향

후 작이나 화 등 구체 인 일상생활의 조건에 따

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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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firm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in of Tension-Type Headache(TTH) patients and 

their Oral Parafunction(OPF). Patients with TTH(n=58)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during two months were recruited to this study. 20 patients with OPF(bruxism, clenching, bruxism & 

clenching) are the experimental group and 38 patients without OPF are the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diagnostic criteria of TTH(IHS). Then it was analyzed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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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Hospital during two months were recruited to this study. 20 patients with OPF(bruxism, clenching, bruxism & 

clenching) are the experimental group and 38 patients without OPF are the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diagnostic criteria of TTH(IHS). Then it was analyzed 

statistically.

1.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x(p=0.91) and age(p=0.73) between two groups.

2. In the experimental group, dull pain was presented more frequently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p=0.69). 

3. In the experimental group, severe pain was presented more frequently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p=0.40). 

4. In the experimental group, pain shown bilaterally was presented more frequently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p=0.52). 

5. In the experimental group, pain was more increased by physical activities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p=0.74). 

  The pain of TTH patients with OPF was presented to be non-dull pain frequently and more bilaterally and severely, 

also increased more by physical activities than the pain of TTH patients without OPF.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ain of TTH is not influenced by OPF.

Key words : tension-type headache, oral parafunction, pain, headache, brux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