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하고 데이터화 한다는 것

정확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시작입니다.

www.ron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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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픽 공학자들은 더 나은 세상이 어떨지 상상하는 공상가들입니다! 일상적인 하루이

지만 상상을 실천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평범하진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은 하루를 보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믿는 똘끼 있는 

공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게를 보조하는 웨이트 머신이 만들어진다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근력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멋지고 건강한 신체를 

원하는 트레이닝은 물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재활 환자에게도 원하는 

만큼의 보조, 필요한 경우 90% 이상의 섬세한 보조를 받으며 점진적이고 안전한 

복귀를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2016년 2월 14일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참가할 예정이었던 전시회 전날이

었습니다. “된다 된다~!!” 환호성을 지르며 시작한 그날의 설레임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우리의 비전은 미국, 호주, 러시아 등 전 세계로의 수출이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업데이트 사항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날 처음의 

마음처럼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론픽은,

ROBOT AND FITNESS의 줄인말입니다.

로봇이 그리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RONFIC - Mission & Vision

론픽 - 미션 &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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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 ㈜ 론픽 설립

- 운동 보조 장치 특허 획득

- 세계최초 프리웨이트

  보조 로봇개발

  (피트바이저 제품 출시 준비)

- 피트바이저 패밀리 출시

  (국내특허출원)

- 3종 복합 운동기구 개발 완료

- 미국 특허획득

- 미국 대리점 계약

  (Power muscle)

- 혁신형 기업기술개발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피트바이저 출시

- 운동 보조 제어 시스템

  특허 획득

-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 케임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 호주 총괄 파트너 계약 체결

  (Strive 247)

- 벤처기업 지정(중소기업청)

- CE, RDM 인증 획득

- 스마트 운동 시스템 출시

-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빅데이터, 유/무산소 운동관리)

- 대구 론픽콘스타 스마트짐 시스템 

  오픈 스마트짐 시스템 호주 수출

- 부산 대표창업기업 선정

- ICT&스마트헬스케어 기반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부산 테크노파크)

RF

해외시장진출 국가

2020년 추가진행 국가 

USA

Australia

China

Canada
Russia

Bahrain

해외판매처특허 및 대외활동

<연혁>

MASS MEDIA

AWARDS

CERTIFICATON

PATENT

국내판매처

전 세계의 트레이너와 치료사들에게 

인정받으며 수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대표제품으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물리 치료실, 심혈관계 연

구실,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울산바른

몸재활의학과, 대구완쾌신경외과, 상계바론 

정형외과, 베스턴 운동센터, 피티명가, 로즈콘스

타, 롤링앤웨이브, 더컨디셔닝, 제이바디짐, 

테라케어운동센터, 김성엽트레이닝센터, 

조인s운동센터, 바디코어트레이닝센터, 

함께퍼스널트레이닝센터, 국제피트니스, 

더블유피트니스 등, 다수

RONFIC - History

론픽 - 히스토리

RONFIC - Sellers & User

론픽 - 판매처 & 유저 

- Oversea PCT 2 cases, Registered in USA

   Applied in USA/EU/AUS/CHINA

(NEXT MEDI VENTURE AWARD)

(BUSAN LEADING START-UP)

GLOBAL IP STAR

(2019)

(SPOEX 2017 in Seoul)

BEST START-UP IDEA

(2016)

(SPOEX 2018 in Busan)

중국, 캐나다,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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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픽 - 주요사업

RONFIC - Academy

론픽 - 아카데미

피트니스와 재활 컨디셔닝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후 지속적인 정기모임 및 월례회를 통해, 한명한명의 스페셜리스 트를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Since 2016 

건강운동 전문가 및 물리치료사를 위한 기본 

소양과정을 배웁니다. 경험많은 국제 강사님이 

강의 진행 후 테스트를 거쳐 수료하게 됩니다.

정규교육 외 트렌드가 되는 주제의 외부강사

님을 초빙하여 새로운 접근법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트레이닝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테크닉을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 1회 정기 월례회를 통해 직접 적용해본 

임상사례등 을 통해 토론하며 기능적 운 동

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규교육 워크샵 정기 월례회

론픽 아카데미론픽 주요사업

관리자 및 센터운영자 과정

온라인 운영 관리 메뉴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밴드 등의 실제 제작 운영과정

현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재등록까지

의 메뉴얼 오리엔테이션, 상담기법, 

관리기법, 재등록 노하우

오프라인 운영 관리 메뉴얼

타 병원 및 운동센터 현장 투어 

재활운동 전문가 과정

기능 & 운동학

견관절의 평가 및 교정운동

요골반대, 고관절의 

평가 및 교정운동

경 흉추관절의 평가 및 교정운동

헬스케어 측정 및 운동장비 개발 제조 공동 연구 개발

헬스케어 기기 수리판매 및 유지보수 특성화 사업

병원 운동센터 컨설팅 및 위탁운영 해외영업

설계, 디자인, 어플, 시스템통합, 빅데이터, 물리치료 등의 전문 의학

로봇 공학팀이 서로의 시너지를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학로봇공학연구팀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임상적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함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관리팀이 오래된 의료기기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교 체육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임상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진로를 모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도입기획 및 홍보, 교육, 장비 구상, 공간 구축 등의

세부 전문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론픽의 제품을 수출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헬스케어 시스템

론픽 콘스타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풀리 전문가 과정

근막경선 해부학

근수축에 따른 트레이닝의 특성 

근골격계 기능평가 및 테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회원데이터 관리방법

(등장, 등척, 등척)

빅 데이터 헬스케어 활용 과정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과학이란

모바일기술로 인한 빅데이터 빅뱅 

임상 데이터 vs 연구 데이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네트워크

01

03 04

02



8 9Product Description - Mini Plus

제품소개 - 미니플러스

Product Description - Mini Plus

제품소개 - 미니플러스

1KG ~ 100KG 저항조절

등장, 등속, 진동, 뎀핑, 탄성모드 변환

운동 종류 변경

등속성 / 인섹트릭

운동 모드 변경

한손 / 양손 등

운동부위 설정 근속

평균 /최대

근력

평균 /최대

부하(저항)

원심성 / 구심성

운동시간 휴식시간 운동 횟수 세트 수

원심성 운동과 등속성 운동을 현장에 적용 / 데이터 관리

100명이상의

어디가 부족한지,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프 1과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프1

ROM구간

힘(kgf) 분포

그래프2

횟수별 평균 

속도/파워

그래프3을 통해 본인의 운동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프3

횟수별 실시간 

힘(kgf) 분포

모든 데이터 저장관리

본사의 빅데이터 시스템이용 전국 평균과
개인의 기능 비교분석

실시간 운동 변화 피드백

(선수 / 재활 훈련에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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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피트바이저

운동종류 / 사용자 

최대 근력 / 소모칼로리

바벨무게/부조힘/셋트수/횟수

운동부위

그래프

운동시간 / 휴식시간

선택된 운동 종류 및 사용자 아이디 표시
키패드/RFID 로그인 방식

현재 운동 부위의 최대 근력과
운동 소모칼로리 표시

현재 운동 무게 및 보조시 도움힘의
크기와 해당사용자의 셋트수/횟수 표시

운동별 활성화되는 근육 부위를 표시

운동궤적 표시

근력 변화에 따라 제공되는 스마트 로봇 보조 기능

웨이트 부상을 완벽히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바

정밀한 근력 측정 (1RM)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숄더 프레스, 스쿼트 등 다양한 프리웨이트 운동 지원
(포지션별 자동 세팅)

올인원 PC를 통해 실시간 트레이닝 정보 확인 및 저장 (음성지원 기능)

최대 320KG 프리웨이트 로봇 보조 기능

Product Description - Mini Plus

제품소개 - 미니플러스

( 최대 100KG )

50H2 진동기능 ( 통증의 민감도 ↓)

바디스크린을 통한
자세분석 및 좌우 밸런스 체크

- 센서를 통한, 무게 보조
- 능동보조 시스템
- 안전 세이프 기능
  (드랍시, 락킹)

운동종류 / 위치대기 포지션

운동종류 및 위치 자동이동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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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심머신

Product Description - Xim Machine

제품소개 - 심머신

정상 어깨 좌우발란스 그래프 좌우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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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스마트모듈

Product Description - Smart Module

제품소개 - 스마트모듈

스마트 모듈 스마트 모듈 - 피트니스 - 메디컬

SMART MODULE SMART MODULE

1RM 테스트, 등장성, 등속성 검사 및 운동가능 기존의 기능외의 필요하신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립니다.근육별 근력, 근속 추정가능

관절별 감도에 따른 문제점 및 기능 추정 근력상태, 운동 목표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사용처에 따른 선택적 장비 활용가능 어시스트 가능

실시간 운동 정보 확인 및 저장

1 2

3

4

5
6

8

7

910

11

12

13

1 운동 / 측정모드 선택

2 운동모드 선택 (중량 / 등속성) 

3 어시스트 모드

4 로그인 / 로그아웃

5 파워, 실시간 값, 평균 값, 최대 값

6 운동 부하중량 (KG)

7 총 운동중량(KG)

8 1/5KG 단위 부하조절

9 휴식시간

10 운동시간

11 속도(스피드), 평균값, 최고값

12 세트수

13 운동횟수

스마트 모듈은 스마트 모듈 메디컬은

Leg Extension
Machine

Seated LegPress
Machine

Lat Pull DownPower Leg
Press

Butterfly 
Machine

Abdominal 
Machine

TotalHip
Machine

Shoulder 
Press Machine

Dipp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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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픽컨스타 - 스마트헬스케어

RONFIC Constar - Smart Health Care

론픽컨스타 -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론픽콘스타
<근골격계 기능평가>

건강상태와 근골격계 기능평가후 가장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주요 관리대상이 되는 만성근골격계와 심혈관계와 관련된

의학적 체력요소를 검사하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① 최대근력(IRM) 테스트

힘을 발휘하는 근육의 능력평가, 재활, 예방의학, 

피트니스를 나누는 기준

② 등속성 테스트

각관적 가동범위에 따른 근기능을 측정 할 수 있다.

③ 좌우 밸런스의 균형 테스트

심머신을 통해 실시간 좌우 밸런스, 파워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순발력 테스트

스피드, 파워의 평균을 분석하면서, 힘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추정 할 수 있다.

⑤ 심폐지구력

다양한 운동수행에 따른, 혈압, 심박수 기능적 평가

1. 회원등록 및 문진
회원등록후, 개인 RFID 카드 발급하여, 모든 측정 및

트레이닝 장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근골격계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재활운동,

근골격계 예방운동, 피트니스 및 파워운동의 기준을 정합니다. 

측정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회원님께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립니다.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회원님의 측정결과 및 운동 전후

결과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후, 운동기구에 표시되는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하시면,

운동 수행 기록이 실시간 기록되어, 보다 올바른 트레이닝을 구현합니다. 

2. 근골격계 기능 평가

3. 론픽콘스타 운동제안

4. 유산소 / 근력운동

5. 운동 후 

제안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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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혜택

<론픽 콘스타 운동 시스템>

전문적인 측정을 바탕으로 한 목적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추천제안

제안

- 운동의 목표 설정은 관리자와 회원이 함께 고민한다. - 홈트레이닝의 동기유발을위한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제공

론픽콘스타 종합관리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한 회원의 검사 및 운동기록을 실시간 저장 피드백 한다.

① 유산소

개인 아이디를 입력하며 맞춤에 

따라 심박수, 경사도, 운동속도,

시간들의 목표를 화면에 표시

유산소 운동량을 측정하여, 론픽 

운동 정보데이터 앱 확인가능

② 근력운동

개인 아이디를 입력하며 맞춤에 

따라 심박수, 경사도, 운동속도,

시간들의 목표를 화면에 표시

유산소 운동량을 측정하여, 론픽 

운동 정보데이터 앱 확인가능

운동기구에 장착된 모니터를 통한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회원의 운동 데이터 및 운동목표달성관리로 회원 밀착관리 서비스 제공

운동이력을 실시간 PC와 휴대폰으로 자동전송

다양한 운동수행에 따른, 혈압, 심박수 기능적 평가

051-631-6285



로봇이 그리는 사람중심의 건강한 세상

Tel : 051-637-6285

Web : www.ronfic.comFax : 051-63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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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등속성 검사장비, 이센트릭운동, 시스템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