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공익재단-녹색병원 [취약계층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 진행 보고서

      

근.골격계질환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재활(운동)치료의 적용>

     본 보고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정상적인 노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육체적 회복과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행위로써, 산재수가 적용 항목(현재 건강보험 인정-비급여 적용)인 근.골

격계질환 재활(운동)치료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기록함.

     근.골격계질환 집중재활치료는 현재 건강보험수가에서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치료적 효과를 인정하여 수가적용의 필

요성을 인정받았으나, 건강보험 재정 상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음을 의미

함. 다만, 산재환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재활과정

에서는 운동치료가 매우 중요한 치료 과정이기 때문임.

     본 사업(취약계층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의 대상자 중에는 개인 여

건 상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는 못 하지만, 업무 중 요인으로 인해 근.골

격계질환이 발생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

음. 이 노동자들의 치료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근.골격계 집중

재활치료’이며, 이를 적용한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 함.



⦿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 및 결과

< 요약 >

1. 배경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 질환임. 기존의 치료로는 만성적인 직업

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음.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는 정밀한 환자 평가와 함께 약물/물리/수술치료와 신체 기능 회

복 및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치료가 동반되어야 함, ‘녹색병원

은 2012년부터 통합적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2. 운동치료

- 운동치료는 도수치료 또는 집중재활치료로 불리며, 아직 건강보험 수

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운동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

추어야 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임. 운동

치료가 산재환자(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산재 수가(집중재활프로그램) 적용

을 받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외에 민간기관에 ‘산재보

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운동치료 

실시를 독려하고 있음. 녹색병원도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임.

3. 금융재단 지원 근골격계 환자 치료 결과

- 요추부 질환자(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증, 신경관협착증, 전위증 

등)의 치료 전후 활동시 통증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055에서 

2.727로 감소하였음. 치료 전후 관절가동 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된 운동 방향은 신전, 우측 측방 굴곡, 좌측 측방 굴곡임. 운동치



료의 경우는 치료과정에서 운동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습득하게 하고, 

치료 및 퇴원 이후에도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함. 치료과

정에서 개선되지 못한 관절가동범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가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치료 전과 후 요추부 운동 방향에 따른 근력과 고관절 운동 방향에 따

른 근력 평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증가됨. 고관절 근력의 경

우 중량물 취급 및 선자세에서 허리 굽힘 작업시 작업 부담 극복을 위

한 요추부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근력임. 치료 전후 근력 증가 

향상이 요추부 근력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

- 요추부 및 고관절의 근육이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경근 

조절능력(Biofeedback)이며, 요추부 중 특히 중요한 척추의 안정성 유

지에 중요한 것이 중심근육(core muscl)임. 치료 전후 신경근 조절능력

과 중심 근육 강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 어깨 및 상지 질환(회전근개 증후군, 충돌증후군 등)의 치료 결과도 우

수하였음. 녹색병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치료 실시 전과 후 

어깨 및 상지 질환의 통증 척도 비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

인. 치료 대상 질환의 대부분이 회전근개 증후군이며, 업무상 팔을 어

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90도 이상 외전)으로 인해 발생함. 근

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견관절의 외전 가동 범위 향상에 주안을 

두었으며, 치료 결과 외전의 가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이로 인해 작업 중 통증 감소 및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치료 전과 후 견관절의 기능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 Constant score를 

평가하였음. 통증, 일상생활 동작, 운동기능, 근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수치화 하였음. 치료전 constant score는 55.66이었으나, 치료 후 

69.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음.



1. 배경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 질환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을 지속하면, 관절, 인대, 근육, 골격 등의 해부학적인 변형이 초래되며, 

만성적인 통증과 신체 기능이 감소함. 신체 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반복작업에 계속 노출되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더

욱더 악화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겪게됨.

- 기존의 치료로는 만성적인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음. 장기적인 약물/물리 치료는 단순한 통증 관리에만 도움이 될 뿐 해부

학적인 변형을 교정하고,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

움이 되지 못함.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도 통증 관리 및 해부학적인 변형 교

정에 도움이 되지만, 수술 후 신체 기능 강화없이 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

세/반복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또 다시 근골격계 질환이 반복되는 악순환

이 초래됨.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는 정밀한 환자 평가와 함께 약물/물리/

수술치료와 함께 신체 기능 회복 및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치료

가 동반되어야 함, 하지만, 운동치료의 경우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

서 투자를 꺼려 전문적인 운동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함. ‘녹

색병원은 2012년부터 통합적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 운동치료(도수치료, 집중재활)

- 운동치료는 도수치료 또는 집중재활치료로 불리며, 아직 건강보험 수

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운동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야 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임.

- 하지만, 운동치료가 산재환자(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게는 중요하

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산재 수가(집중재활프로



그램) 적용을 받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의 운동치료의 강화

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외에 민간기관에 ‘산재보험 재활

인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운동치료 실시를 독

려하고 있음. 녹색병원도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임.

< 운동치료 산재 수가 >

3. 녹색병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1) 진료 프로세스

①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다학제 진료

② 다학제 진료 후 수술적 치료 또는 근골격계 집중 재활 치료 선택 

⑤ 입원 중 집중재활치료는 오전/오후 2회, 물리치료 2회 실시

2) 근골격계 집중 재활 치료 내용

- 4주/6주/8주 프로그램

- 유연성 강화/기능회복 -> 기능강화/근력 강화 -> 업무 복귀 능력 강화



3) 환자별, 질환별 치료접근

: 녹색병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주요 발생 부위별로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운용. ①어깨(Program A), ②허리(Program B), ③

무릎(Program C)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회복기간 별 목표를 정하고 각 환자 

케이스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게 됨. 케이스 별 세부접근 방식은 치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경 운용될 수 도 있음.

① 어깨(Program A)

< 프로그램 예 ; 어깨 >

유연성강화/기능회복

(1주)

기능강화/근력강화

(2-3주)

업무 복귀 능력 강화

(4주)

- 수동적/능동보조운동 

  지속

- 몸을 건너 어깨를 

  신장하는 내회전시작

  후방관절낭 스트레칭

- 수동적/능동보조운동 

  스트레칭 지속

- 능동보조운동 

  스트레칭 지속

- 어깨뼈평면까지 굴곡

- 외전, 내/외회전 시작

  팔의 무게만으로 시작

  어깨뼈는 고정

- 어깨 평면까지 외전

   full can, no hiking

- 엎드려 신전/수평면외전

- ROM 지속/유지 위해 

  스스로 스트레칭

- 모든 평면에 저항운동 - 90/90 자세에서 가볍게

- D2 굴곡/신전 패턴

  ; 가벼운 손저항 시작

- 고유감각/신경근계 운동 

지속

- 90/90에서 등척성 

  강화 운동

- 단순강화보다는 

  견디는 힘이 필요

  ; 겨드랑이에 배게를 

    두고 밴드이용 회전

  ; 옆으로 누운자세에서 

    내회전(낮은무게로)

- 강화운동 지속

- 엎드려 rowing 

- 45도 아래 바디블레이드

  . 플렉스바, 보잉 시작

- 기능 운동

- 낮은 레벨 플라이오메트릭

- 기본적 운동

  (벤치/흉부) 프레스

- 업무 적합성 강화를 

  위한 국소 근력 강화





② 허리(Program B)

< 프로그램 예 ; 허리 >

유연성강화/기능회복

(1주)

기능강화/근력강화

(2-3주)

업무 복귀 능력 강화

(4주)

- 주치의 소견에

  따른 활동/운동

  제한 준수

  ; 깊은 몸통 굴곡

    고속운동, 오래앉기

- 약물 및 한랭요법

- 가벼운 업무 복귀

- 팔로 물건들기 등

- 제한없이 평지 보행

- 8주차 Oswestry,Sf,VAS

- 업무 적합성 강화를 

  위한 국소 근력 강화

- 엎드려, 배밑에 

  베게 깔고 신전유지

  (30초~2분)

- ROM 스트레칭

  ; 고관절굴곡근, 햄스트링, 이상근 등

  

- 국소코어1단계

- 복횡근 운동,정적자세유지

  ; 앙와/복와위

  ; 네발/앉은/선자세

  ; 브릿지

- 국소코어 1단계

  ; 상하지 움직임 

    단순 -> 복잡

- 국소코어 2단계

  ; 등척/등장+동요

- 통증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외전근

- 트레드밀(~30분)

- 상지 에르고미터

- 전신운동 1단계

- 심폐운동 포함한

  충격이 없는 하지 운동

- 자전거운동(운동기구)

- 전신운동 2단계





③ 무릎(Program C)

< 프로그램 예 ; 무릎 >

유연성강화/기능회복

(1주)

기능강화/근력강화

(2주)

업무 복귀 능력 강화

(3-4주)

-수동/능동/보조 스트레칭

(굴곡 허용범위내)

-수동/능동/보조 스트레칭

-관절가동(0~115도)

-스트레칭

(햄스트링/장딴지/대퇴)

-능동 스트레칭

- Full ROM

-등장성대퇴사두근 운동

-하지 직거상 운동

-30도미니스쿼트

-무릎 신전운동

-등장성대퇴사두근 운동

-하지 직거상 운동

-30도미니스쿼트

-무릎 신전운동

(90~40도)

-레그프레스(가벼움)

-Toe raised

-외측런지, 전방런지

-절반스쿼트

-레그프레스

-측방계단오르기

-Toe raised

-햄스트링굴곡

-햄스트링컬



-고관절 내전/외전운동 -고관절 내전/외전운동

-균형잡기/고유감각

-고관절 내전/외전운동

-고관절 굴곡/신전운동

-자전거

-균형잡기/고유감각

-타원형 스테퍼

-닫힌역학적사슬운동 지속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달리기운동, 민첩성 훈련



4. 녹색병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사례

1) 요추부 질환

① 통증 

- 요추부 질환(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증, 신경관협착증, 전위증 등) 18명

에서 치료 전과 후 통증 측정(NRS) 척도를 비교하였음. 

- 18명의 요추부 질환자의 치료전 평균 통증 척도는 4.1117이었으며, 치료후

에는 1.0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Pr<0.01)하게 감소하였음. 활동시 통증 척

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7.055에서 2.727로 감소하였음.



② 관절가동범위

-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지표로 관절가동 범위를 측정. 관절가동 범위의 향상

은 신체 균형의 회복, 일상생활 수행 기능 향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 치료 전후 관절가동 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된 운동 방향은 

신전, 우측 측방 굴곡, 좌측 측방 굴곡임. 치료기간이 4주 전후로 전체 

요추부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운동치료의 장점은 치료 방법의 습득 후 지속적인 자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약물/물리/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의료기관내에서 일회성 치료이나, 

운동치료의 경우는 치료과정에서 운동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습득하게 

하고, 치료 및 퇴원 이후에도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함. 



치료과정에서 개선되지 못한 관절가동범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가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③ 요추부, 고관절 근력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목표는 통증 감소, 유연성 증가 그리고 근력 

증가임.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첫 번째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골

격계 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조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 두 

번째는 작업자의 개인적 관리로 근력 증가 및 유지를 통해 작업 부담

에 대한 극복 능력 향상임.

- 녹색병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초기 유연성 강화 프로그램과 후

기 근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유연성 강화 프로그램은 관절가동범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근력 강화 프로그램은 작업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 예 ; 허리 >

유연성강화/기능회복

(1주)

기능강화/근력강화

(2-3주)

업무 복귀 능력 강화

(4주)

- 주치의 소견에

  따른 활동/운동

  제한 준수

  ; 깊은 몸통 굴곡

    고속운동, 오래앉기

- 약물 및 한랭요법

- 가벼운 업무 복귀

- 팔로 물건들기 등

- 제한없이 평지 보행

- 8주차 Oswestry,Sf,VAS

- 업무 적합성 강화를 

  위한 국소 근력 강화

- 엎드려, 배밑에 

  베게 깔고 신전유지

  (30초~2분)

- ROM 스트레칭

  ; 고관절굴곡근, 햄스트링, 이상근 등

  

- 국소코어1단계

- 복횡근 운동,정적자세유지

  ; 앙와/복와위

  ; 네발/앉은/선자세

  ; 브릿지

- 국소코어 1단계

  ; 상하지 움직임 

    단순 -> 복잡

- 국소코어 2단계

  ; 등척/등장+동요

- 통증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외전근

- 트레드밀(~30분)

- 상지 에르고미터

- 전신운동 1단계

- 심폐운동 포함한

  충격이 없는 하지 운동

- 자전거운동(운동기구)

- 전신운동 2단계



- 치료 전과 후 요추부 운동 방향에 따른 근력과 고관절 운동 방향에 따

른 근력 평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고관절 근력의 경우 중량물 취급 및 선자세에서 허리 굽힘 작업

시 작업 부담 극복을 위한 요추부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근력임. 

치료 전후 근력 증가 향상이 요추부 근력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④ 신경근 조절 능력과 중심근육 근지구력

- 유연성과 근력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관절과 근육을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

짐. 요추부위의 전체 능력/기능 향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경

근 조절능력(Biofeedback)과 중심근육 근지구력(core muscle endurance)

을 평가가 있음. 특정 행동 시 요추부 및 고관절의 근육이 조화롭게 제 역



할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신경근 조절능력(Biofeedback)평가이고, 요

추부 중 특히 중요한 척추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근육 근지구력

(core muscle endurance)임.

- 요추부 신경근 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는 Hook-lying자세에서 복부 수축을 

유지하면서, 엉덩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 복부, 골반을 비정상 적인 움직

임을 확인함. 점수가 낮을수록 신경근 조절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치

료 전후 신경근 조절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중심근육(core muscle)은 신체의 중간에 위치하며, 척추의 안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함. 중심근육이 발달할수록, 중량물 취급 시 요추부 급성 손상을 

예방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반복적인 요추부 작업의 지속으

로 인한 척추의 만성적인 변형도 억제할 수 있음.

- 중심근육은 다음의 근육을 의미함.

국소 근육

(자세 , 긴장성 , FSU 안정화 ) 

글로벌 근육

(동적 , 위상 , 회전력 생성 )코어 요구도

횡돌간근 (Intertransversaril )

극간근 (Interspinales )

다열근 (Multifidi)

복횡근 (Transversus abdominis)

횡격막 (Diaphragm)

복근 = 복직근 (Rectus abdominis)

        +외복사근 (External oblique)

        +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척추 기립근 = 최장근 (Iongissimus )

                  +장늑근 (liocostalis )

                  +가시근 (Spinalis )

요방형근 (Quadratus lumborum )



- 복횡근은 복부 근육 중 가장 속에 위치하며, 가로 근섬유배열과 흉요추 근막

에 부착되어 ' 원통형 압력을 발생시켜 분절의 견고함을 높여서 척추의 미끄

러짐이나 회전운동 같은 움직임을 제한. 다열근은 척추의 중립과 안정화 자

세 조절에 기여. 다열근 수축시 L4-5 분절에서 증가되는 견고함의 2/3를 

다열근이 제공. 횡격막과 골반 바닥은 코어의 안정화.복부내 압력 증가에 기

여. 코어기능 약화시 -> 급성손상, 만성손상( facet, pars interarticularis 

-> spondylolysis -> spondylolisthesis)이 이루어짐.

- 중심근육(core muscle) 근지구력 평가는 Prone Bridge와 Lateral Bride 

position에서 endurance time을 평가함. 치료 전후 중심근육 근지구력

의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대요근 (Psoas major)

광배근 (Latissimus dorsi)

장근 (liacus )

고관절 내전근 (adductors)

고관절 신전근 (extensors)

대퇴사두근 (Quadriceps)

넙다리뒤근 (Hamstrings)

고관절 회전근 (rotators)*

고관절 외전근 (abductors)*



2) 어깨 및 상지 질환

- 어깨 및 상지 질환(회전근개 증후군, 충돌증후군 등) 8명에 대해 치료 전과 

후 통증 측정(NRS) 척도를 비교하였음. 어깨 및 상지 질환의 경우에도 녹색병

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치료 실시 전과 후 어깨 및 상지 질환

의 통증 척도 비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치료 전과 후 관절 가동범위의 평가에서도 요추부 평가와 같이 모든 관절 

가동범위의 향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절 가동범위 향

상을 보이는 경우는 양측 견관절 외전임. 



- 치료 대상 질환의 대부분이 회전근개 증후군이며, 업무상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90도 이상 외전)으로 인해 발생함.

- 이에 녹색병원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견관절의 외전 가동 범

위 향상에 주안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 중 통증 감소 및 기능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음. 



- 치료 전과 후 견관절의 기능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 Constant score

를 평가하였음. 통증, 일상생활 동작, 운동기능, 근력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수치화 하였음. 치료전 constant score는 55.66이었으나, 치

료 후 69.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음.

3) 환자별 적용 프로그램

연번 접수
번호 명 단 질환명 성별 Program

1 3 이○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2 4 이○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3 7 유○승 척추협착  요추부 남 Program C

4 8 오○식 추간판  탈출증 남 Program C

5 13 김○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남 Program C

6 18 양○승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남 Program A



7 31 김○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남 Program B

8 32 성○현 외측상과염 남 Program B

9 34 김○일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10 35 이○우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남 Program B

11 37 김○기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12 50 송○섭 경추통,  경부 남 Program C

13 85 허○호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남 Program C

14 101 손○덕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파열 남 Program A

15 116 문○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16 149 심○식 추간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남 Program C

17 186 정○영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파열 남 Program A

18 198 강○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여 Program B

19 215 정○화 어깨의  충격증후군 여 Program A

20 270 임○향 회전근개증후군 여 Program A

21 271 최○하 회전근개증후군 남 Program A

22 317 임○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여 Program C

23 323 최○미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여 Program C

24 340 문○창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파열

남 Program A

25 341 허○진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26 345 김○완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남 Program C

27 347 정○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여 Program A

28 349 전○섭 외측상과염 남 Program B

29 351 임○수 회전근개증후군 남 Program A

30 352 최○열 퇴행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남 Program B

31 354 이○란 외측상과염 여 Program B



32 355 김○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3 357 조○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4 361 이○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5 362 박○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6 363 김○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7 372 이○숙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8 373 양○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39 377 김○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0 378 박○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1 383 이○숙 회전근개증후군 여 Program A

42 387 함○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3 388 김○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4 395 김○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5 400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6 401 이○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47 413 김○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여 Program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