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두통은매우흔한임상증상으로지역사회에서여성들의

65-80%, 남성들의 57-75%가경험하는질환이다1). 일반

적인통계에의하면전인구의약 10%정도가편두통을가

지고있고, 일생동안긴장성두통을경험하는사람의비율

은 78%에 이른다고 한다2). 대부분의 두통은 편두통이나

군집성두통과같이심한증상을나타내지않으며, 특별히

연관된 다른 증상 없이 둔통의 양태로 나타난다3). 이러한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르며, 여기서의 긴장이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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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Although Chronic tension-type headache(CTTH)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
in primary headache, there is no definite mechanisms. But muscular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is supposed to be related with CTTH according to many other studies and pressure pain
threshold(PPT) is used to measure muscular factors.  

Methods  

1. We performed this study with 63 patients fulfilling the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 criteria for
chronic tension-type headache and 20 healthy control group and measured the PPT of temporal
muscle and trapezius muscle.  

2.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characteristic and PPT.

3. Each of the CTTH groups and Control group is divided to four group again - HNP, Spondylosis,
Sprain, Normal according to Cervical spine X-ray. 

Results

1. The PPT of temporal muscle and trapezius muscle in the CTT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2. In CTTH group, the PPT h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duration of headache and continued
time of headache. And the PPT has significant inverse relation with Frequency of headache and
Level of headache.

3. In CTTH group, spondylosis group has the highest PPT and normal group is second.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pondylosis group and the others. 

Conclusion : We found that PPT is strongly significant to measure muscular factor in C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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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근육의긴장및정신적긴장까지도함께일컫는용어

이다4).

국제두통학회(̀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이하

IHS)5)에서는 만성 긴장성 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 이하 CTTH)을 증상이 수 시간 지속되며, 양

측성, 압박감 혹은 조이는 감,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신체활동에악화되지않음의조건중두가지이상을만족

하며, 동시에 빛 공포증이나, 경도의 구역이 한 가지 이상

없거나, 중등도나심도의, 구역이나구토가없이, 두통이 3

개월을 초과하여 한 달에 평균 15일 이상 발생하는 것으

로정의하고있다.

긴장성 두통의 병태생리 기전은 확실히 정립되지는 못

한 상태이지만, 근육의 수축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

로작용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6), Amiri7)와 Altura8)

는측두근, 후두근, 두개골막, 경부근육등의지속적인수

축이 후두골 부위를 압박하여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축적

된대사산물이통증에예민한조직인피부, 피하, 근육, 동

맥, 두개골막 등을 자극하여 두통이 나타난다고 하여, 근

육수축으로 인한 두통의 기전을 보고하 다. Schoenen,

J.9), Hatch, J.P10)은 긴장성 두통의 분류를 근육이 관련된

두통과 근육이 관련되지 않은 두통으로 보다 세분하는 분

류법을 제시하 으며, 권 등11)은 긴장성 두통의 치료에 두

개주변 근육의 압통 여부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

한 요소임을 보고하는 등 긴장성 두통환자에게서 근육수

축은중요한기전이라할수있다. 

근육수축 정도에 대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

술자가환자의근육을촉진하는것이나, 환자가촉진에대

하여 나타내는 반응을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 자체가 주

관적이고 시술자의 선입견이 작용하기 쉽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어 촉진을 통하여 동통역치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곤란하다3). 이에 근육 수축 정도의 평가도구로 압력통각

역치(Pressure Pain Threshold, 이하 PPT)의 측정과 근

전도(̀Electromyography, 이하 EMG) 검사가 사용된다
12). PPT 측정은심부근육통증의지표로서, 근막동통환자

와긴장성두통환자를포함한많은만성근육기원성동통

질환들에서 평가 기준으로 다용되고 있으며12-17), EMG는

근육의 다양한 생리학적 상태를 반 하는 근전기적 신호

를정량적으로분석하는방법으로, Moye rs가 1949년에

치과 역에 도입한 이후로 근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기구로사용되고있다18).

그러나 CTTH 환자에게는 EMG 검사는 PPT 측정에

비해두통과의상관성이떨어져, PPT의측정이보다활발

하게 치료평가도구로 사용되고 있다14). 그러나 CTTH 환

자군과 정상 대조군과의 PPT 비교연구, 두통양상에 따른

PPT의 변화 연구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3,13). 이에 저자는

정상 대조군과 CTTH 환자군의 두개주위근 PPT를 비교

하고, CTTH 환자 군에서 두통양상에 따른 PPT와 경추

단순방사선결과에 따른 PPT에 대해 약간의지견을 얻었

기에보고하고자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2007년 6월 4일부터 2008년 9월 16일사이에임상시

험모집에응모한참여자중 18세이상 65세이하의남녀

로, IHS 2nd Edition의 CTTH Criteria5)에부합하는환

자(̀Table 1) 63명(남: 16명, 여: 47명), 2009년 4월 3일

부터 2009년 4월 17일까지 두통이 없는 대조군 모집에

응모한 18세이상 65세이하의남녀 20명(남: 5명, 여: 15

명)을대상으로하 다.

IHS 기준은“A. B-D 기준을만족하는두통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 B. 두통은 수 시

간지속하거나계속됨. C. 두통은다음양상중적어도두

가지 이상을 만족함 ① 양측성 ② 압박감/조이는 느낌

③경도또는중등도의강도 ④걷거나계단오르기같은

일상신체활동에서악화되지않음 D. 다음의두가지모두

를 만족함.  ① 빛 공포증이나 경도의 구역감 이 2가지 중

에서 1개 이상 있을 수 없음.  ② 중등도나 심도의 구역이

나구토증상이없음”이다.

제외기준은 발병일이 1년 이내이거나 50세 이상일 경

우, 일차성 두통 중 IHS분류상 편두통(̀Code 1), 삽화성

긴장성 두통(̀Code 2.1, Code 2.2), 군집성 두통(̀Code

3), 기타 일차성 두통(̀Code 4) 환자, IHS 분류상 이차성

두통(̀Code 5-14) 환자, 종양 환자, 임신부, 수유부 또는

적절한피임방법을사용하지않는가임기여성, 임상시험

담당자가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한자로하 다.

2. 실험방법

측정기기로는 압력통각계인 Commender Algomete-

rTM (̀JTech Medical, USA)를 이용하 다. PPT의 측정

부위는좌측과우측측두근의耳尖상 2cm부위(이하측두

근)와 좌측과 우측의 승모근의 견정혈 부위(이하 승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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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이 부위에 압력을 가하여 실험 대상자들이 압

력감각이통증감각으로변할때‘아’라고말하도록하여,

그순간의측정치를기록하 다. 단, 승모근의압력측정은

2007년도모집된 CTTH 환자 32명은배제되었다.

3. 통계 및 검정

연속형변수들은평균±표준편차로요약하 으며, 범주

형 변수들은 도수와 비율로 정리하 다. 연속형 변수의

CTTH 환자군과정상대조군간의평균차이는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 다.  환자군과

대조군내에서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른 PPT

수치의차이는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test)으

로 검정하 으며, 이때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경우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환자군에서 PPT와 두통양상의

상관성은 스피어만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범주형 변수의 환

자군과 대조군 간의 분포 차이는 피셔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 또는 피어슨카이제곱검정(̀Pearson's Chi-

square test)으로분석하 다. 모든통계분석은 Windows

SAS Rel. 9.1 로 수행하 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 다.

III.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63명의만성긴장성두통환자군(이하 CTTH 군)과 20

명의두통이없는대조군(이하 Control 군)의인구학적특

성 비교 결과, 성별, 키, 체중, 이완기 혈압, 맥박, 체온의

군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5). 수축기 혈압은

Control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호흡수는

CTTH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49),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 다. 경추의 단순 방사선 검사 상 경추 추간

판 탈출증(̀Cervical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이하 HNP), 경추 척추증(̀Cervical Spondylosis, 이하

Spondylosis) , 경추 염좌(̀Sprain of Cervical Spine,

이하 Sprain), 정상(`Normal)으로 나누어 본 결과,

CTTH 군과 Control 군간의분포차이는유의하지않았

다(̀p>0.05)(̀Table 2).

2. CTTH 군과 Control 군의 PPT 결과

63명의 CTTH 군과 20명의 Control 군의측두근 PPT

비교결과, CTTH 군에서유의하게낮은 PPT를나타내었

고(̀p<0.0001), 31명의 CTTH 군과 20명의 Control 군

의 승모근 PPT 비교 결과, CTTH 군에서 또한 유의하게

낮은PPT가나타났다(̀p<0.000 1)(̀Table 3).

3. 두통양상에 따른 PPT 결과

63명의 CTTH 군에서 두통양상 관찰결과, 두통 발병

시기는 32.10±10.27세이며, 두통 발병기간은 84.49±

75.94개월, 두통의 발생빈도는 5.14±1.22회/주, 두통

지속시간은 16.84±38.34시간이었으며두통정도는경도

가 12(19.05%)명, 중등도가 48(76.19%)명, 고도가

3(4.76%)명으로분포되었다(Table 4-1).

각 두통양상과 PPT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두통

발병시기와 PPT와는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p>0.05). 두통기간과 PPT와는 네 부위 모두에서 양의

상관성나타났으며(̀r=0.212~0.368), 특히우측측두근과

우측 승모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각각 r=0.269

: p=0.036, r=0.368 : p=0.045). 두통 지속시간과 PPT

간에도 네 부위 모두에서 양의 상관성 나타났으며

(̀r=0.186~0.633), 특히 양측 측두근에서 뚜렷한 양의 상

관성이통계적으로유의하 다(각각 r=0.663: p<0.0001,

r=0.623: p<0.0001). 두통발생빈도와 PPT와는음의상

관성또는양의상관성이동시에나타났지만, 우측측두근

에서 경계수준의 유의성으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r=0.230: p=0.072). 두통정도와 PPT와는 측두근과 승

모근의 네 부위에서 모두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r=-

0.214~-0.351), 이 중 양측 측두근, 우측 승모근에서는

경계수준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p=0.020~

0.092) (̀Table 4-2).

4.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에 따른 PPT 결과

1)Control 군

Control 군에서 경추의 단순 방사선 검사 상 HNP군,

Spondylosis군, Sprain군, Normal군으로 나누어 각 군

들의 PPT 비교결과, 각 군들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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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TTH 군

CTTH 군에서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 상 HNP군,

Spondylosis군, Sprain군, Normal군으로 나누어 각 군

들의 PPT 비교결과, 양측 측두근 PPT는 Spondylosis

군, Normal군, Sprain군, HNP군순으로높게측정되었

으며, Spondylosis군과다른세군간의차이는유의하

다( 좌 p=0.012, 우 p=0.021). 좌측과 우측의 승모근

PPT는 Spondylosis군, Normal군, HNP군, Sprain군

순으로 높았으며, Spondylosis군의 좌측 승모근 PPT는

HNP군과 Sprain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22)

(̀Table 5-2).

IV. 고찰

국내 성인의 1년 두통 유병률은 68-69%로 성인 인구

의 절반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며19-21), 국내 20대 초반 여

자의과대학생들에서의두통유병률은 90.1%로높게발

표되는 등22) 두통은 연령,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발생하는 신경과 질환이다. 그 중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원발성 두통으로서 평생 유병률이 36-78%이

며 성인 인구의 14%에서 주당 1회 이상 호소하며, 3%

는 거의 매일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살아가면서한번이상경험하게된다23). 

긴장성 두통은 흔히 짓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양상의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근수축성 두통(̀muscle con-

traction headache), 정신근성 두통(̀psychomyogenic

headache), 스트레스성 두통(̀stress headache), 원발성

두통(`idiopathic headache), 일상 두통(`ordinary

headache), 심인성 두통(̀psycho genic headache)등으

로다양하게불리며, 1988년 IHS에의해긴장성두통으

로용어가정리되었다24).

한의학에서 頭는‘諸陽之會, 淸陽之府’로써 五臟의 精

華之血과六腑의淸陽之氣가모두여기에모이게되므로,

밖으로風邪가顚頂을범하거나안으로疲勞, 七情, 飮食

등으로손상을받아氣血이逆亂하게되면淸陽이폐색되

고 脈絡이 저체되어 氣血運行이 원활하지 못하여 두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25). 外感頭痛은 風寒頭痛, 風

熱頭痛, 風濕頭痛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病證이 대부분

實證에 속하며, 발병이 비교적 急하고 病勢도 極烈하며

痛症이지속적인것이특징인반면에, 內傷頭痛은肝陽頭

痛, 血虛頭痛, 痰濁頭痛, 腎虛頭痛, 瘀血頭痛으로 나누어

지며, 대부분虛症에속하고痛症이時作時止하고病勢는

비교적 輕하고 발병은 비교적 緩慢한 것이 특징이다26).

한의학에서의 두통의 분류는 대부분 病因에 의해 이루어

지며26-29), 그밖에통증의발현부위와三陰三陽에의한분

류가 있다26). 본 연구 대상인 긴장성 두통의 病因은 七情

傷과연관이있으나, 두통양상및동반증상에의해매우

다양하게분류될수있다.

긴장성두통의병태생리기전은확실히정립되지는못

한상태이지만, 근육의수축과심리적인요인이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6), Amiri7)와

Altura8)는 측두근, 후두근, 두개골막, 경부 근육 등의 지

속적인 수축이 후두골 부위를 압박하여 대사산물이 축적

되고, 축적된대사산물이통증에예민한조직인피부, 피

하, 근육, 동맥, 두개골막등을자극하여두통이나타난다

고하여, 근육수축으로인한두통의기전을보고하 다. 

긴장성두통환자들의근육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

주로 두부의 근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9,10,15,16), 김 등3)은

긴장성 두통환자에게 PPT를 측정하여 경부근육이 두부

근육에비해더욱압력통각에대한예민도가증가됨을보

고한바있으며, 또한김등30)은 CTTH 환자에게서경추

의이상소견이흔히발견되며, 또한이상소견정도가심

할수록 두통양상이 더욱 심화됨을 보고하는 등, 긴장성

두통은 경추 및 경부 근육과 중요한 상관성이 있음을 추

측할수있다. 

근육수축 정도에 대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술자가환자의근육을촉진하는것이나, 환자가촉진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을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시술자의 선입견이 작용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촉진을 통하여 동통역치의 변화를 정량화하

기곤란하다3). 이에근육수축정도의평가도구로 PPT의

측정과 EMG 검사가사용되고있다12). PPT 측정은심부

근육통증의 지표로서, 근막동통 환자와 긴장성 두통환자

를 포함한 많은 만성 근육 기원성 동통질환들에서 평가

기준으로 다용되고 있다12-17). 현재 CTTH환자에게서

PPT의 측정은 근전도 검사에 비해 상관성이 높아 활발

하게사용되고있으며14), 측정시대체로환자의근육수축

정도가높을수록 PPT는낮게측정되고, 근육수축정도가

낮을수록 PPT는 높게 측정되는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정상 Control 군과 CTTH 군의 양측 측

두근과 양측 승모근 부위의 PPT의 크기를 비교하 고,

CTTH 군에서의 두통양상과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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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른 PPT의 변화에 대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보고하는바이다.

IHS 2nd Edition의 CTTH Criteria5)에 부합하는 63

명의 CTTH 군과 두통이 없는 20명의 Control 군의 인

구학적 특성 분석결과, 성별, 키, 체중, 이완기 혈압, 맥

박, 체온의군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p>0.05). 호흡

수는 CTTH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9), 수축

기 혈압은 CTTH 군이 107.05±15.31㎜Hg으로

Control 군의 121.05±14.04㎜Hg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p<0.001). 두군의평균값은모두정상범위에속하

으나, 혈압에 대한 군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Stephen Bruehl 등31)은만성통증의환자들이정상에비

해유의하게낮은수축기혈압이나타난다고보고한내용

과 일치하 다. 대조적으로 Bragdon, K.C 등32)은 만성

적인 구강안면부 통증 환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안정

기혈압을보고하는등, 그상관관계가아직정립되지않

은 상태이다. 이는 통증의 부위, 강도, 기간 등의 다양한

통증양상들이결과에 향을미치기때문으로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CTTH 군과 Control 군을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HNP군, Spondylosis군, Sprain군, Normal군

으로 다시 나누어 본 결과, Abnormal군(`HNP군

+Spondylosis군+ Sprain군)의비율은 CTTH군에서는

68. 75%이고, Control 군에서는 50%로 CTTH 군에서

더 많은 경추의 비정상 소견을 보 으며, 각 HNP군,

Spondylosis군, Sprain 군에 해당하는 비율도 역시 모

두 Control 군에 비해 CTTH군이 높았으나 군 간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Table 2). 특히 본 연구에

서 Control 군 내의 Sprain군 분포는 35%로, 정상인의

20%에서 경추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추 Sprain이 나타

난다는일반적인보고33)보다비율이높다. 이는대상자들

의근육손상이나그밖의특이소견들이 향미칠수있

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피험자 수의 확보를 통한 통계적 신뢰도의 향상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양측 측두근과 양측 승모근의 PPT 비교 결과, 4 부위

에서모두 CTTH군이 Control 군에비해유의하게낮은

PPT를 나타내었다(̀p<0.0001)(̀Table 3). 이는 김 등3)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로, CTTH 군의 근육수축 정도가

Control 군보다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CTTH환자에

게서 PPT측정이신뢰도가높음을나타낸다.

CTTH군에서 각 두통양상과 PPT와의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 두통 발병시기와 PPT와는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p>0.05). 두통기간과 PPT와는네부위모두에서

양의 상관성 나타났으며(̀r=0.212~0.368), 특히 우측 측

두근과 우측 승모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각각

r=0.269 : p=0.036, r=0.368 : p=0.045). 두통 지속시

간과PPT간에도네부위모두에서양의상관성나타났으

며(̀r=0.186~0.633), 특히 양측 측두근에서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각각 r=0.663: p<0.0

001, r=0.623: p<0.0001). 이는 두통의 발병기간이 길

고지속시간이길수록, 통증에둔감하게되어압력통각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두통 발생빈도와

PPT와는음의상관성또는양의상관성이동시에나타났

지만, 우측측두근에서경계수준의유의성으로음의상관

성이 나타났다(̀r=0.230: p=0.072). 두통정도와 PPT와

는 측두근과 승모근의 네 부위에서 모두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r=-0.214~-0.351), 이중양측측두근, 우측

승모근에서는경계수준이상의통계적유의성이나타났다

(̀p=0.020~0.092) (̀Table 4-2). 즉 두통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을수록 압통에 예민해져 압력통각에 대한 역치

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Jensen R. 등13)의 긴장

성 두통의 빈도와 PPT간에 상당히 유의한 음의 상관성

이있다는보고와도일치한다. 

CTTH와 경추의 형태학적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경추의 단순 방사선 검사 상 HNP군,

Spondylosis군, Sprain군, Normal군으로나누어각군

들의 PPT를 비교하 다. 그 결과 Control 군에서는 각

군들의 PPT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Table 5-1),

CTTH 군에서 양측 측두근에서의 PPT는 Spondylosis

군, Normal군, Sprain군, HNP군순으로높게측정되었

으며, Spondylosis군과다른군간의PPT차이는유의하

다(좌 p=0.012, 우 p=0.021). 양측승모근에서의 PPT

는 Spondylosis군, Normal군, HNP군, Sprain군 순으

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Spondylosis군의 좌측 승모근

PPT는 HNP군과 Sprain군에비해유의하게높았다(

p=0.022). 즉 Spondylosis군에서 가장 압통에 대한 반

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나, Spondylosis군에 해당하는

피험자수가 3명으로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피험자수의확보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Normal군

의 PPT는 Spondylosis군다음으로높아비교적압통에

대한반응이작았으나, 군간차이는유의하지않아또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p>0.05)(̀Table 5-

만성 긴장성 두통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압력통각 역치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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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을종합해보면 CTTH 군과 Control 군간의PPT

를비교한결과, CTTH에대한 PPT 측정은진단적의의

가 있으리라 사료되나, 두통양상과 PPT와의 상관관계

및 경추의 형태학적 변화와 두통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더많은증례를통한심도깊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

인다.

V. 결론

CTTH 군과 Control 군을나누어양측측두근과양측

승모근에 PPT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CTTH 군은 Control 군에 비해 양측 측두근과 양

측 승모근에서 모두 낮은 PPT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으로유의성이있었다.

2. CTTH군에서 두통양상과 PPT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통기간이 길고, 지속시간이 길수록 압력통각에

대한역치가높았으며, 두통빈도가높고, 두통정도가심

할수록압력통각에대한역치가낮게나타났다.

3. 경추의형태학적변화와 PPT와의상관관계분석결

과, CTTH군 에서 Spondylosis 군이 가장 압력통각에

대한역치가다른군에비해유의하게높았고, 그다음으

로는 Normal군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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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dache occurring on≥15 days per month on average for >3 month(≥180 days per year) and fulfilling B-D

B. Headache lasts hours or may be continuous

C. Headache has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bilateral location

2. pressing/tightening (non-pulsating) quality

3. mild or moderate intensity

4. not aggravated by routine physical activity such as walking or climbing stairs

D. Both of the following:

1. no more than one of photophobia or mild nausea

2. neither moderate or sever nausea nor vomiting

Table 1. Definition of CTTH in IHS Criteria5)

Total Number 63 20 - -

Mean age(y) 43.39±11.45a) 42.40±9.30 - 0.725

Gender(％)
Male 16(25.40%) 5(25.00%) 0.097b) -

Female 47(74.60%) 15(75.00%)

Weight(㎏) 58.02±9.48 59.79±9.88 - 0.473

Height(㎝) 160.22±7.12 161.20±8.65 - 0.615

Blood Systolic 107.05±15.31 121.05±14.04 - <0.001***

Pressure(㎜Hg) Diastolic 71.23±10.63 75.55±10.78 - 0.119

Pulse(rate/min) 74.30±10.37 71.15±6.59 - 0.116

Temperature(℃) 36.70±0.39 36.67±0.25 - 0.611

Respiration(rate/min) 20.00±1.08 19.65±0.49 - 0.049*

HNP 12(19.05%) 3(15%)

Spondylosis 3(4.76%) 0(0%) 0.524c) - 

Sprain 28(44.44%) 7(35%)

Normal 20(31.75%) 10(50%)

CTTH Control p-values                 t-test

a): Mean±standard deviation
b): Pearson's Chi-square test
c): Fisher's exact test
*** : p <0.001,  * :p <0.05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TTH Group and Control Group

X-ray of 

C-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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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H Control p-values 

Total Number 63 20 -

Total Number 31 20 -

PPT of Rt 9.62±3.66 16.40±4.09 <0.0001****

PPT of Lt 9.76±4.66 16.96±4.34 <0.0001****

Lt : Left
Rt : Right 
p-values : p-values of independent t-test

a) : Mean±standard deviation
**** : p <0.0001

PPT of Rt 4.70±2.53a) 10.93±1.85 <0.0001****

PPT of Lt 5.03±2.59 11.60±2.11 <0.0001****

Table 3. Mean Score of PPT of CTTH Group and Control Group

Temporal

Trapezius 

Region of PPT Onset age Duration of headache
Continued time 

of headache
Frequency 

of headache
Level of headache

0.056b)

(0.663)c)

0.269*
(0.036)

0.633****
(<0.0001)

-0.230
(0.072)

-0.214
(0.092)

0.153
(0.411)

0.368*
(0.045)

0.241
(0.193)

0.206
(0.276)

-0.351
(0.053)

0.069
(0.711)

0.303
(0.104)

0.186
(0.317)

0.079
(0.679)

-0.216
(0.242)

0.164
(0.200)

0.212
(0.100)

0.623****
(<0.0001)

-0.201
(0.117)

-0.292*
(0.020)

Lt : Left
Rt : Right 
b):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c): p-values from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 : p <0.0001,  * :p <0.05

Table 4-2.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PT and Characteristics of Headache in CTTH Group 

a) : Mean±standard deviation

Onset age
Duration of
headache

Frequency 
of headache

Continued time 
of headache

Level 
of headache

Mean Score  
32.10±10.27a)

(years)
84.49±75.94

(months)
5.14±1.22

(times/week)
16.84±38.34

(hrs)

mild
moderate

severe

12(19.05%)
48(76.19%)

3(4.76%)

Table 4-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eadache in CTTH Group 

Temporal         

Rt

Lt

Trapezius        

R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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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of PPT HNP Spondylosis Sprain Normal p-values

12.90±0.26a) - 11.29±2.75 11.44±1.92 0.533

10.47±0.90 - 11.89±1.96 10.40±1.84 0.248

17.50±1.47 - 17.13±4.47 15.56±4.47 0.675

17.30±1.10 - 17.31±3.72 16.60±5.47 0.942

Lt : Left
Rt : Right 
p-values : p-values from Analysis of variance test

a)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1. Mean Score of PPT of Four Groups Diagnosed as HNP, Spondylosis, Sprain or Normal in Control Group

Temporal         
Rt

Lt

Trapezius       
Rt

Lt

HNP Spondylosis Sprain Normal p-values

12 3 28 20 -

PPT of Rt 3.91±2.42A+ 8.42±5.47B 4.66±1.90A 5.71±2.63A 0.021

PPT of Lt 3.71±2.81A 7.95±4.50B 4.16±1.72A 5.56±2.56A 0.012

4 2 12 13 -

PPT of Rt 9.43±3.71 12.30±0.99 8.23±3.84 10.56±3.51 0.307

PPT of Lt 9.45±4.45A 16.65±1.62B 7.28±4.15A 11.08±4.17AB 0.022

Lt : Left
Rt : Right 
p-values : p-values from Analysis of variance test

+ : The same character mean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mean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y are compared with Du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2. Mean Score of PPT of Four Groups Diagnosed as HNP, Spondylosis, Sprain or Normal  in CTTH Group

Total Number

Total Number

Trapezius
(Mean±SD)

Temporal
(Mean±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