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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소개

Ⅱ국내외시장현황

Ⅲ제품소개

Ⅳ회사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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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 : 주식회사 에프알티(FRTechnology Co., Ltd)

2) 주생산품목 : 웨어러블 로봇(유압식, 공압식, 무동력) / 극한 환경용 로봇 부품(구동기, 차폐모듈)

3)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관동 301호

FAB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7-12 

4) 설립년월일 : 2015년 3월 10일

5) 대표자 : 장재호

6) 인원수 : 13명

7) 업종 : 제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공급/판매, 연구용역

8) 홈페이지 : http://www.frtechnology.com / http://웨어러블로봇.한국/

제품 소개자료 공장 신축 예정 (경북 경산)

http://www.frtech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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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티의경우국내유압식웨어러블로봇(일반인대상)개발선두



6

유압구동형 고출력 동력원 기술 모듈화 기술

착용자 보행패턴 분석 및 의도감지 알고리즘 탑재

고하중물 이송 시 근력증대 효과

항목 제원 특징

로봇중량 25Kg · 경량, 강인 알루미늄 소재 사용

가반하중 25Kg
· 실 부하중량 대비 70% 이상 중량 저감 효과
· 부하 적재공간 탑재

운용시간 6Km/h
· 산악, 비탈면 이동 가능한
논슬립 신발형 발모듈 탑재

· 계단, 경사, 험지 등 보행 가능

구동방식
연속구동시

2H
·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50.4V / 5.0Ah)
· 제어기 및 구동기 독립전원

링크
EHA

(모터-유압
제어)

· 펌프 유량 조절 형 구동 방식(고 에너지 효율)
· 유연 보행(유압회로 보호 회로 추가 탑재)
· 최소 마찰 유압 실린더 설계 및 제작

제어 가변 · 다양한 사용자 맞춤 기구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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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원 특징

중량 17Kg

· 기구부 : 12Kg 
외부공압모듈 : 4Kg / 
외부전원어댑터 : 1Kg

· 경량, 강인플라스틱소재사용

보행 4Km/h · 계단, 경사, 평지등보행가능

운용시간 - ·외부전원공급으로운용시간제약없음
· 제어기및구동기외부전원

구동방식 공압모듈
· 외부에어컴프레셔를통한공압공급
· 유연보행공압회로
· 최소마찰공압실린더설계및제작

링크 가변
·최적기구메커니즘
·다양한사용자맞춤기구부설계

제어 실시간
·최소및최적제어알고리즘
·고성능제어기탑재
·센서적용최소화

공압동력원을 이용한 액츄에이팅 기술

착용자 보행패턴 분석 및 의도감지 알고리즘 탑재

노인 및 보행자 보행보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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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원 특징

중량 6Kg
· 기구부: 6Kg
· 동력원無
· 경량, 강인플라스틱및알루미늄소재사용

보행 - · 계단, 경사, 평지등보행가능
· 자유로운움직임가능

운용시간 - ·외부전원공급으로운용시간제약없음
· 제어기및구동기외부전원

구동방식
기구

매커니즘
· 스프링메커니즘을통한40Kg 하지힘보조
· 최소마찰스프링실린더제작사용

링크 가변
· 최적기구메커니즘
· 다양한사용자맞춤기구부설계

실증 -
· S社산업현장실증5회
· H社약품제조현장실증2회
· 2020 CES 출품

무동력원을 이용한 하지 근력 증대 기술

착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 가능

산업용, 건설작업자 등의 허리 근력 보조 및 안전 사고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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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하중 25Kg 적재 산악지형 Test진행

(육군교육사령부 전투실험 수행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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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실사용자 실증 Test진행

(S社 산업현장 Test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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