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mita E-Sparring System(전자겨루기시스템)은충격감지센서를장착한다양한제품들을통하여

개인별스피드, 파워, 체력을측정하고 2인 ~ 4인 또는 2팀 ~ 4팀이직/간접적으로겨루기를할수있는시스템으로, 

부상의위험없이남녀노소누구나재미있게스파링이가능하도록한시스템.

측정
스피드, 파워, 반응속도,순환종목(종합측정)

겨루기
스피드발차기, 파워겨루기, 체력겨루기, 종합겨루기

도장, 체육관에서 수련을재미있게, 
집중해서 참여도를 높이고운동효과는

배가되도록 도와줍니다.

도장/체육관 대회/이벤트

대회나 이벤트에서 부상의우려없이
재미있고 의미있는 다양한종목의 겨

루기가 가능합니다. 

게임/체험

체험관, 게임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직접
재미있게 타격을 체련형게임으로 체험해
볼수있도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미타 ZESS 시스템요약

대화면 연결
미러링/MHL 케이블이용



송신기가 탈부착형으로 타격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미타 제스미트에 송신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다 탈착하여 패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탈착하여 스마트펀칭
백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송신기로 패드, 미트, 쉴드, 스마트펀칭백, 전자호구 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 일체형 제품의 경우 탈부착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송신기로 패드, 미트, 쉴드, 스마트펀칭백에
연결할 수있습니다. 

설정모드를 변경하여
다양한 형식의측정, 겨루기를 할수있습니다. 

사운드, 언어설정은기본, 시간, 횟수, 파워등설정값을변경할수
있습니다.

자동시작.타격시작모드는 OS기기를직접설정하지않고일정시간 경과
후자동시작하거나또는타격용품을직접 타격하여시작할수있습니다. 

최소파워를설정시 설정타격값이상만유효득점으로반영합니다. 
어드밴티지는특정송신기의득점을설정값의배수로표출되어몸통,머리
를다르게표출하거나성인,아동의경기를동등하게진행할수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무료앱을다운받아쉽고편하게사용가능합니다.

제스 블루투스 송신기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무선연결됩니다. 
일부 앱에 따라 연결가능한 송신기의 갯수가 1~4개일 수 있으며
송신기의 연결 갯수 및 앱의 특성에 따라 1인(팀)~4인(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iOS8 이상 /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비행기 탑승모드 사용권장

TV/빔프로젝터 연결가능 / 라이트닝 HDMI / 라이트닝 RGB (별매)

안드로이드폰/테블릿/안드로이드

PC안드로이드4.3 이상 /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비행기 탑승모드 사용권장

TV/빔프로젝터 연결가능 / 미러링케이블/MHL 케이블(별매)
무선으로 미러링 이용시 끊김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송신기

제미타 타격용품과 부착하여 스마트폰등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냅니다.

스마트폰과 TV, 빔프로젝터를
미러링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가능합니다. 



iOS용앱
애플스토어에서 ‘zemita’로 검색, 무료다운로드
ZESS G / ZESS R2 / ZEM RSP 다운로드가능

안드로이드용앱
구글 스토어에서 ‘zemita’로검색, 무료 다운로드
ZESS G /ZESS R2 /ZEM R /ZEM S /ZEM P 가능

ZESS G

1개~4개 송신기 필요,  스피드게임, 
스테미나게임 1~4인, 1~4팀 사용가능, 
파이터스, 줄다리기, 스코어보드 2인, 2팀사용

스피드게임 파이터스게임

스테미나게임 줄다리기게임

스코어보드-스피드 스코어보드-파이터스

릴레이게임 라운드게임

ZESS R2
2개~4개송신기필요, 2인
또는 2팀게임, 겨루기가능

ZEM RSP 1개의송신기필요, 1인 측정앱

ZEMITA ZFIT
3개의송신기필요, 1인용 피트니스게임, 
탱크는 3인스피드겨루기

Coming Soon 

Coming Soon 

반응속도측정 스피드측정

파워측정

터치블럭-1인반응게임 팻샷-가운데샷, 좌우방향조정

복싱- 1인파워, 반응게임 탱크- 3인스피드겨루기

붐붐- 1인파워게임



제미타 전자겨루기시스템의 특장점

내구성

특허(등록번호1014786660000, 타격
용전가강도감지센서 및그제조방법)받
은내구성에 특화된 필름센서로 제작되
어강한 타격도견뎌낼 수있는내구성

특화제품입니다.

송신기호환

제미타 블루투스 송신기는제미타 전자
겨루기시스템의 타격용품과 모두호환사
용가능합니다. 하나의 송신기로 여러가
지용도의 타격용품과 연결하여 사용하
여편리하며 추가로 타격용품 구매시저

렴하게 구매할수있습니다. 

다양한타격용품

휴대가 용이한미트 및쉴드, 안전하고
쉽게사용가능한패드및에어스탠딩백, 
다양한 형태로변형하여 사용가능한 스
마트펀칭백등 다양한 형태의 타격용품
에송신기를 연결하여 전자겨루기를 할

수있습니다. 

1년무상AS

내구성특화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있으며 1년보증기간동안 무상AS를
제공합니다. 타격으로 인한 손상이나오
랜사용으로 인한노후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유상교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양한프로그램

ZESS G, ZESS R2, ZEM RSP, ZFIT 등
다양한 앱을무료로 다운받아 측정, 겨
루기, 게임을할수있습니다. 각각의
앱에스피드, 파이터스, 스코어보드 등
15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있어무
한커리큘럼을 운영할 수있습니다.  

스마트OS

안드로이드폰, 테블릿, PC, 아이폰, 아
이패드 등을이용하여 앱을무료로 다운
받아사용할 수있습니다. 스마트모바일
의안정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쉽고편
리하게 전자겨루기시스템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제품별가이드



동영상보기

제미타 제스송신기
제스블루투스송신기

모델명: ZT-02
사이즈: 길이약 14.5cm, 너비 7.5cm, 두께 2.5cm
무게: 80g
소재: 고무, ABS, PCB
용량: 3.7V 1350mA

• 탈부착형으로 제미타의 제스 타격용품에 모두부착가능.
• 한개의 송신기로다양한 타격용품에 탈부착하여 사용가능.
• 안드로이드OS 버전4.3 이상, iOS 버전8이상 모바일과 호환.
• 마이크로 USB 충전기 사용.
• 충전완충시 약 20시간 이상 사용가능(일정시간 지나면 시간단축)
• CE, FCC, KC 인증제품



동영상보기

제미타 제스미트
제스단미트 / 제스쌍미트

모델명: ZSP-01 / ZDP-01
사이즈: 길이약 55cm
무게: 340g / 420g(송신기 부착시)

• 발포성형으로 제작된 미트에 강도감지센서가
양면으로내장되어 있습니다. 

• 가벼운 무게로오래 사용이편하며
쌍미트는타격시 매우큰 타격음이발생합니다. 

• 제스미트는 약한 타격에도반응하여 유,아동 사용이 가능하고,
휴대성이좋아 다양한측정 및겨루기용으로 적합합니다. 

• 제미타 블루투스 송신기와연결 가능합니다.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제미타 제스쉴드
제스쉴드

모델명: ZS-01
사이즈: 가로 35cm, 세로 70cm, 두께 15cm
무게: 1,800g / 1,880g(송신기 부착시)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된전자쉴드.
• 15cm 두께의탄성이 강한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
강한충격을 충분히흡수할 수있습니다. 

• 뒷부분에 위, 아래 손잡이가부착되어 있어
다양한형태의 타격에대응할 수있습니다.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동영상보기



제미타 제스패드
제스패드 80

모델명: ZP-80-05
사이즈: 가로 84cm, 세로 33cm, 두께 1.5cm
무게: 670g / 750g(송신기 부착시)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제품으로서 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패드가로 길이가 84cm이며 지름 23~26cm의 스탠딩백, 샌드백 등에부착가능.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에적합한 사이즈.
• 사각백, 쉴드등에 부착하여휴대형으로 사용가능.
• 아동이 타격하여도 강도값표출 가능.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에부착된 모습

동영상보기



제미타 제스패드
제스패드 100

모델명: ZP-120-05
사이즈: 가로 104cm, 세로 33cm, 두께 1.5cm
무게: 830g / 910g(송신기 부착시)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제품으로서 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패드가로 길이가 104cm이며 지름 27~32cm의 스탠딩백, 샌드백등에 부착가능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에적합한 사이즈
• 사각백, 쉴드등에 부착하여휴대형으로 사용가능
• 아동이 타격하여도 강도값표출 가능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동영상보기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에부착된 모습



제미타 제스패드
제스패드 120

모델명: ZP-120-05
사이즈: 가로 124cm, 세로 33cm, 두께 1.5cm
무게: 1,000g / 1,080g(송신기 부착시)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제품으로써 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패드가로 길이가 124cm이며 지름 33~38cm의 스탠딩백, 샌드백등에 부착가능.
• 사각백, 쉴드등에 부착하여휴대형으로 사용가능
• 아동이 타격하여도 강도값표출 가능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쉴드에 부착된모습

동영상보기



제미타 스마트펀칭백
제스스마트펀칭백

모델명: ZSP-01
사이즈
- 펀칭백: 지름30cm 높이 40cm / 무게 1.2kg
- 펀칭백(스탠드 포함): 물통베이스 지름 50cm / 전체높이 92~140cm

•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용도로 변형하여 사용이가능. 
• 스마트펀칭백을 스탠드로부터 분리하여 팔이나 장봉에끼워 사용하거나
바닥에펼쳐놓거나 벽에 걸어사용이 가능. 

• 송신기는 탈부착형으로 분리하여 다른 제미타타격용품에 부착하여 사용가능. 
• 센서가 민감하게 설정되어유,아동이 사용에 적합. 
• 스탠드의 높이를 조절하면최대 140cm 사용가능.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동영상보기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제미타 도장용 전자호구
제스도장용전자호구

모델명: ZCG-01
사이즈: 0호/1호/2호/3호/4호/5호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 제스 블루투스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시합용 전자호구와 달리센싱양말을 착용하지 않아도
모든타격에 반응하는도장 수련용전자호구.

• 몸에착용하였을 때타격시강도값이 잘나오는 착용형 전자겨루기시스템.
• 몸에착용하거나 쉴드, 스탠딩백, 샌드백등에 부착하여 사용가능.
• 바닥에 놓고셔틀런, 터치용등 다양한용도로 사용가능.
• 제미타의 전자겨루기 앱과모두 호환.
• 전자호구를 타격시 표출되는 타격값은 타격부위, 방향, 면적등에 따라
상이한타격값이 표출될 수있습니다. 

제스 블루투스송신기를 탈부착 사용가능

동영상보기

센서민감도 둔감 매우민감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제미타에어스탠딩백M 

모델명: ZASB-M-02
사이즈: 높이약130~140cm /베이스(물통) 높이20cm, 너비 65cm
무게: 6kg (물완충시 약 55kg)
제스패드 80 부착에 적합한 사이즈

제미타에어스탠딩백 L

모델명: ZASB-L-02
사이즈: 높이약150~160cm /베이스(물통) 높이30cm, 너비 70cm
무게: 7kg (물완충시 약 80kg)
제스패드 100 부착에적합한 사이즈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은 물통을 제외한 모든부위를 타격가능.
• 타격부위가 낮아 아동부터성인까지 모두 안전하게 사용가능.
• 강한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절대넘어가지 않습니다.
• 몸통부분의 에어를 조절하면 흔들림과타격감 조절가능.
• 제스패드를 쉽게 부착하여고정할 수있도록 벨크로(찍찍이) 부착.
• 직접수선이 가능한 수리키트(원단, 본드, 캡조임렌치) 포함.

동영상보기



제미타 단품가격

제스블루투스 송신기/ZT-02 209,000원

상품명/모델명 소비자가 할인가

제스단미트/ZSP-02 165,000원

제스단미트/ZSP-02 165,000원

제스쉴드/ZS-01 253,000원

제스스마트펀칭백/ZSPB-01
-제스송신기포함

396,000원

제스스마트펀칭백/ZSPBS-01
-제스송신기 포함
-스탠드포함

594,000원

231,000원

352,000원

제스패드 80 /ZP-80-05 253,000원

상품명/모델명 소비자가 할인가

제스패드 100 /ZP-100-05 352,000원

제스패드 120 /ZP-120-05 352,000원

에어스탠딩백M /ZASB-M-02 396,000원

에어스탠딩백 L /ZASB-L-02 440,000원

펌프,호스세트 /Hp-01,WH-01 33,000원

도장용전자호구청색/ZCG-01 352,000원 198,000원

도장용전자호구홍색/ZCG-01 352,000원 198,000원

2018.04 마감



374,000원

제품명/모델명 가격 할인가

제스단미트 패키지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단미트 /ZSP-02

374,000원

제스쉴드 패키지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쉴드/ZS-01

462,000원

제스스마트펀칭백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스마트펀칭백 /ZSPB-01

396,000원

제스스마트펀칭백(스탠드포함)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스마트펀칭백(스탠드포함) /ZSPB-01)

594,000원

253,000원

352,000원

ZEMITA Package Price 

제스쌍미트 패키지
- 제스블루투스송신기 /ZT-02
-제스쌍미트 /ZDP-02

비고

송신기포함
특별할인판매상품

송신기포함
특별할인판매상품



858,000원

Product Name/Model No. Price Discount price

제스패드 80 패키지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패드 80/ZP-80-05
-에어스탠딩백 M

1,001,000원

제스패드 120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패드 120/ZP-120-05

561,000원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 /ZCG-B-01
-사이즈: #0 /#1 /#2 /#3 /#4 /#5

561,000원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ZCG-R-01)
-Size: #0 /#1 /#2 /#3 /#4 /#5

561,000원

407,000원

407,000원

제스패드 100 패키지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ZT-02
-제스패드 100/ZP-100-05
-에어스탠딩백 L

2018년 4월 마감

Remarks

2018년 4월 마감

ZEMITA Package Price 



1,122,200원

Product Name/Model No. Price Discount price

1,826,000원

4,356,000원

1,760,000원

2,530,000원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홍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2개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 /ZCG-B-01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 /ZCG-R-01
-Size: #0 /#1 /#2 /#3 /#4 /#5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홍 2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2개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 2개 /ZCG-B-01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 2개 /ZCG-R-01
-Size: #0 /#1 /#2 /#3 /#4 /#5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홍 3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4개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 3개 /ZCG-B-01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 3개 /ZCG-R-01
-Size: #0 /#1 /#2 /#3 /#4 /#5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홍 5세트
-제스블루투스 송신기 4개 /ZT-02
-제스도장용 전자호구청 5개 /ZCG-B-01
-제스도장용 전자호구홍 5개 /ZCG-R-01
-Size: #0 /#1 /#2 /#3 /#4 /#5

2,948,000원

798,000원

1,190,000원

2018년 4월 마감

2018년 4월 마감

2018년 4월 마감

2018년 4월 마감

Remarks

ZEMITA Package Pr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