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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STEP.



#Walking Active Assist

#체중부하 조절

#자율주행

#Walking & Driving

#Walking Active Assist

#체중부하 조절

#자율주행

#Walking & Driving

#Walking Active Assist

#Weight load 

control

#Self-driving

#Walking & Driving



SCI급 해외논문 게재

 Exowalk가 효과적인 보행 훈련 기기(electromechanical assisted 

gait training device)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치료사의 보행 

훈련에 비해, Exowalk가 물리 치료의 보행보조 훈련으로 사용 했을 때 

동일한 효능을 보였으며, 혼자 설 수 있는 환자에게 치료사의 보행보조 

훈련을 Exowalk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Effects of Electromechanical Exoskeleton-Assisted 
Gait Training on Walking Ability of Stroke Patients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8, ACRM 발표

‘FURTHER EFFECTS OF ELECTROMECHANICALLY 
ASSISTED GAIT TRAINER (EXOWALK)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 A RANDOMIZED CON-
TROLLED TRIAL’ -2020, JRM 발표

1

 Exowalk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독립 보행이 가능하거나 스스로 독립 

보행이 가능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2주간의 보행 훈련 후 보행능력, 보행 

속도, 균형감각 등을 향상시켰습니다. Exowalk는 걷는 동안 건강한 성인의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장치 구성 요소가 환자의 등쪽에 

위치하여 독립적인 보행을 하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로봇은 보행 훈련 중에 지팡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보행 할 수 

있는 뇌졸중 환자가 보행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보행보조 훈련(electromechanically assisted gait training)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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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Thesis Publication

 We have proven that Exowalk is an electrochemical assisted 

gait training device. Compared to the existing therapist's 

walking training, Exowalk showed the same effect when used as a 

walking assistance training for physical therap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herapist's walking assistance training can be 

replaced with Exowalk for patients who can stand alone.

‘Effects of Electromechanical Exoskeleton-Assisted 
Gait Training on Walking Ability of Stroke Patients :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8, ACRM

‘FURTHER EFFECTS OF ELECTROMECHANICALLY 
ASSISTED GAIT TRAINER (EXOWALK)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 A RANDOMIZED CON-
TROLLED TRIAL’ -2020, JRM

1

 Exowalk improved walking ability, walking speed, and sense of balance 

after two weeks of walking training for chronic stroke patients who can 

walk independently or walk independently with the help of their guard-

ians. Exowalk provides normal walking patterns for healthy adults while 

walking, and most device components are located on the patient's back 

to provide an independent feeling of walking. Therefore, the robot 

can motivate stroke patients who can walk with the help of a cane 

or guardian during walking training to actively perform walking 

simulations, and patient satisfaction with electrochromically 

assisted gait training was also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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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립재활원 재활 로봇 중개 연구로 시작된 엑소워크는 재활 환자의 보행훈련을 통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자리 보행 및 지면 보행 훈련 시스템은 환자의 만족도와 재활의지를 높이는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걷는 것과 같은 보행훈련은 사용자에게 보행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신감을 부여하고 세계적인 논문에 게재되어 제품의 우수성과 효능 
및 국내 여러 대학 병원에서 5년 이상 사용하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oskeleton type
외골격 제어형 보행훈련 로봇 EXOWALK

휠체어 결합형 하지로봇의 설계/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중증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완성도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순수한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제작하여 공인기관 안정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및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와 임상시험을 통하여 상용화 하였습니다.

Walking Active Assist
환자의 근력이 걷기에 충분하지 않아도 로봇이 환자의 
보행의지를 감지하여 보행훈련을 지원합니다.

이동성

환자에게 정확한 보행 패턴을 습득하게 하고, 기존 고가 로봇 

보행훈련 장비처럼 제자리 보행이 아닌 앞으로 전진하면서 보행 

훈련을 통한 직접 걷는 것과 같은 효과로 채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대합니다.  훈련 정도에 따라 보행 속도를 조절하며 직진, 후진 

및 좌, 우 회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스스로 이동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인 Walking & Driving (WnD)을 개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편리성

저소음 기술로 보행훈련에 집중 할 수 있으며,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으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환자가 로봇에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하고 해제하는 시간이 적게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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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walk, which began in 2014 with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rehabilitation robot brokerage study, is an innovative 
product that helps rehabilitation patients return to their daily lives through walking training. In particular, the world's first 
commercialized walking and ground walking training system is evaluated as a product that increases patient satisfaction and 
rehabilitation will. In fact, walking training, such as walking, gave users motivation and confidence in walking and was published 
in world-class papers to prove the product's excellence and efficacy and safety and durability by using it at various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Exoskeleton type
Exoskeleton controlled walking training robot 

Based on the design/control technology of wheelchair-coupled 

lower limb robots, a new product with improved completeness 

in a form that can be us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ith Korean technology alone, it was commercialized through 

the stability evaluation of accredited institutions,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usability 

evaluation for actual users, and clinical trials.

Walking Active Assist
Even if the patient's muscle strength is not enough to walk, the 
robot detects the patient's willingness to walk and supports 
walking training.

Mobility

We hope that patients will learn accurate walking patterns and 

motivate them to engage in rehabilitation with the same effect 

as walking directly through walking training while moving 

forward rather than in place like existing expensive robot 

walking training equipment. The walking speed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raining, and straight, backward, left, 

and right turns are all possible. In addition, Walking & Driving 

(WnD), an autonomous driving function that can move and train 

on its own, was developed and applied.

Convenience

Low noise technology allows you to focus on walking training, 
and it is easy to use as a rechargeable battery system. It takes 
less time for the patient to wear and release safety equipment 
when boarding the robot.

Why EXOWALK?



WE THINK,
WE MOVE.

WE WALK,
W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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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Steps 1 to 10 (0.5 to 2.0 km/h)

The degree od freedom 4 DOF

Regulating part Adjustable in fitting for patients' hip, thigh and shin

Demension 1,070(L) x 830-1,000(W) x 1,650(H) mm

Weight about 260kg

Charging system Chargeable Lithium-ion phosphate battery

Touch monitor Touch 10.2” Color LCD

Control system Joystick / Monitor

스탠딩이 가능한 재활환자에 적합

EXOWALK
Pro

- Walking Active Assist 

- 제자리 보행 기능

- 지면보행 기능

- 보행속도, 보폭, 다리길이를 조절하여

   보행훈련 속도 조절

- 대퇴부, 종아리 등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

- 강직제어기능을 통해 안전기능 구현

- 뇌졸중, 파킨슨 환자에 최적화된 기능

Spec

스탠딩이 가능한 재활환자에 적합

EXOWALK
Pro

- Walking Active Assist 

- 제자리 보행 기능

- 지면보행 기능

- 보행속도, 보폭, 다리길이를 조절하여

   보행훈련 속도 조절

- 대퇴부, 종아리 등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

- 강직제어기능을 통해 안전기능 구현

- 뇌졸중, 파킨슨 환자에 최적화된 기능

Spec
속도 조절 1-10 단계 (0.5 - 2.0 km/h)

외골격 능동 자유도 4 DOF

조절 파트
전동 조절 : 몸통 높낮이, 대퇴부 / 정강이 길이

수동 조절 : 몸통 넓이

사이즈 1,070(L) x 830-1,000(W) x 1,650(H) mm

제품 중량 약 230kg

충전 방식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니터 Touch 10.2” Color LCD

조종 방식 조이스틱(좌/우), 모니터

Spec
Product specifications Steps 1 to 10 (0.5 to 2.0 km/h)

The degree od freedom 4 DOF

Regulating part
Motor ctrl : height of the torso, thigh/shank length.

Manual ctrl : Body width

Demension 1,070(L) x 830-1,000(W) x 1,650(H) mm

Weight about 230kg

Charging system Chargeable Lithium-ion phosphate battery

Touch monitor Touch 10.2” Color LCD

Control system Joystick / Monitor

Suitable for rehabilitation patients
 who can stand

EXOWALK
Pro

- Walking Active Assist 

- Walking in place

- Walking on the ground

- Adjust the walking speed, stride, and 

   leg length to adjust the walking   

   training speed

- Adjust the height with electricity 

   such as thighs and calves

- Implementation of safety functions

  through spasm control functions

- Optimized function for stroke and

   Parkinson's patients



휠체어 사용자 및 중증도의 환자에 접합

EXOWALK
Pro +lift

- Walking Active Assist 

- 제자리 보행 기능

- 지면보행 기능

- 보행속도, 보폭, 다리길이를 조절하여 

   보행훈련 속도 조절

- 대퇴부, 종아리 등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

- 강직제어기능을 통해 안전기능 구현

- 체중부하 조절 시스템

- 중증환자도 보행훈련 가능

Spec
Product specifications Steps 1 to 10 (0.5 to 2.0 km/h)

The degree od freedom 4 DOF

Regulating part
Adjustable in fitting for patients' hip, thigh and shin / Body width

Adjustable in fitting for patients' body height by Actuator controlled

Demension 1,090(L) x 1,000-1,500(W) x 2,050-2,195(H) mm

Weight about 260kg

Charging system Chargeable Lithium-ion phosphate battery

Touch monitor Touch 10.2” Color LCD

Control system Joystick / Monitor

휠체어 사용자 및 중증도의 환자에 적합

EXOWALK
Pro +lift

- Walking Active Assist 

- 제자리 보행 기능

- 지면보행 기능

- 보행속도, 보폭, 다리길이를 조절하여 

   보행훈련 속도 조절

- 대퇴부, 종아리 등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

- 강직제어기능을 통해 안전기능 구현

- 체중부하 조절 시스템

- 중증환자도 보행훈련 가능

Spec
속도 조절 1-10 단계 (0.5 - 2.0 km/h)

외골격 능동 자유도 4 DOF

조절 파트
전동 조절 : 탑승 보조, 몸통 높낮이, 대퇴부 / 정강이 길이

수동 조절 : 몸통 넓이

사이즈 1,090(L) x 1,000-1,500(W) x 2,050-2,195(H) mm

제품 중량 약 260kg

충전 방식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니터 Touch 10.2” Color LCD

조종 방식 조이스틱(좌/우), 모니터

Spec
Product specifications Steps 1 to 10 (0.5 to 2.0 km/h)

The degree od freedom 4 DOF

Regulating part
Motor ctrl : boarding assistance, height of the torso, thigh/shank length.

Manual ctrl : Body width

Demension 1,090(L) x 1,000-1,500(W) x 2,050-2,195(H) mm

Weight about 260kg

Charging system Chargeable Lithium-ion phosphate battery

Touch monitor Touch 10.2” Color LCD

Control system Joystick / Monitor

Suitable for wheelchair users and 
severe patients

EXOWALK
Pro +lift

- Walking Active Assist 

- Walking in place

- Walking on the ground

- Adjust the walking speed, stride, and 

   leg length to adjust the walking   

   training speed

- Adjust the height with electricity 

   such as thighs and calves

- Implementation of safety functions

  through spasm control functions

- Optimized function for stroke and

   Parkinson's patients

- Weight load control system

- Even severely ill patients can do 

   walking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