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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성을  100% 현실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 12021-I10-19-1993(유효기간 : 2024.11.19 까지)

• 상하지 연동 복합 재활 기능

• 3 단계 자동/보행 보조/수동보행 기능

• 보행 학습/연습/훈련 프로토콜 구현

• 안전 하네스 제공

• 보폭자동 조절 기능

• HMD 보행 재활 콘테츠 제공

• 크기(mm) : 1040x1400x2400

• 무게(kg)   : 350

• 보폭자동 조절 기능

• HMD 보행 재활 콘테츠 제공

• 크기(mm) : 1040x1400x2400

• 무게(kg)   : 320

• 보폭자동 조절 기능

• HMD 보행 재활 콘테츠 제공

• 크기(mm) : 1040x1400x1075

• 무게(kg)   : 300

GTR-P 하지 보행 재활 시스템
Professional Lower Limbs Gait Training/Rehab. System

GTR-A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시스템
Complex Upper & Lower Limbs Gait Training/Rehab. System 

GTR-PL 경량형 하지 보행 재활 시스템
Professional Lower Limbs Gait Training/Rehab. System 

휴카시스템 주식회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HUCASYSTEM Inc.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506호(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82.70.4495.0225 / +82.10.2597.2483

huca@hucasystem.com  /  www.hucasystem.com

•  2019.02   휴카시스템 주식회사 법인 설립

•  2019.04   벤처기업 인증

•  2019.05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2019.09   기업부설연구소 ‘HUCA Lab’ 설립

•  2019.0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 인정

•  2020.10   2등급 의료기기 ‘GTR-S’ 제조품목 허가 획득 

•  2021.05   2등급 의료기기 ‘GTR-A/P/PL’ 제조품목 허가 획득

•  2021.08   미국 FDA Class II(IKK) 등록

•  2021.09   조달청 물품등록_GTR 시리즈

•  2021.10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 보행 재활이 필요한 환자 

• 대상자 범위 : FAC Scale 2 이상 / 신장 150cm~190cm / 몸무게 최대 135kg

의료기기 제인21-4460호_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A67020.02(2)   /   FDA Class II(IKK) CDRH Registration No. 3020247338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_제 2021-386호

• 하지 중심 재활 기능

• 3 단계 자동/보행 보조/수동보행 기능

• 보행 학습/연습/훈련 프로토콜 구현

• 안전하네스 제공

• 하지 중심 재활 기능

• 3 단계 자동/보행 보조/수동보행 기능

• 보행 학습/연습/훈련 프로토콜 구현

• 워킹레일 병행 기능

• 보행속도 : 0.5~3.0 km/h(자동보행 모드)  /  3.1 km/h~ (수동보행 모드)

• 보폭조절 : 310mm, 350mm, 390mm, 43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