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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스파링 시스템으로 즐기는 진정한 타격감.

TEM

타격의 재미와 경쟁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YS

사용자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타격 하드웨어와

S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PLAY HIT,
PLAY SMART
새롭게 즐기는 타격, 놀라운 경험의 연속

제미타 전자겨루기 및 게임 시스템은 타격감지센서, 관성센서,

공압센서 등이 포함된 제품에 블루투스 송신기를 부착 후, 모바일의

여러 앱들과 연결하여 다양한 측정·트레이닝·게임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제미타
특허등록

• 격투경기시스템 (10-1478665-0000)

• 간접 대련 시스템 (10-1465185-0000)
• 격투기용 보호구 (10-1326193-0000)

• 격투 경기의 채점 시스템 및 방법 (Patent-2020-0001577)

• 증강현실을 이용한 격투 경기 스코어링 시스템 (Paent-2020-0044307)
• 타격용 전자 강도 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478666-0000)

스마트 리얼
& 점핑 앱 예시

누구나,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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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HIT,
ANYONE
제미타의 다양한 게임은 

재미는 물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쉬운 

조작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제미타의 모든 제품은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되어 
부상의 위험이 적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운동을 즐기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편하고 쉬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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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HIT,
ANYWHERE
01 도장 · 체육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수련의 재미는 물론,

02 대회 · 이벤트

스피드, 파워 측정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03 체험 · 게임

체험관, 게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운동효과가 배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색다른 재미를 추구할 수 있으며, 경기 중 부상 위험없이 
다양한 종목의 스파링이 가능합니다.

있는 체련형 게임을 통해 타격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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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양한 프로그램. 확장성과 호환성

PLAY HIT,
BETTER

다양한
프로그램

13개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Tatajump, 증강현실을 이용한 파워·포인트

게임이 가능하고 동시에 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한 AR Scoreboard, 개인별 스피드

·반응속도를 측정하고 영상 저장이 가능한 증강현실 AR Speed Tester 등 10개
앱 / 31가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무료로 제공되며,
매년 새로운 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호환성

하나의 송신기로 여러가지 타격용품
이나 점핑패드 등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HL케이블·미러링 케이블을 
이용해 TV, 빔프로젝터와 연결하여 

박진감있게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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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내구성. 무상 A/S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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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HIT,
MORE

내구성

무상보증

다양한 형태로 쉽게 제작이 가능한

블루투스 송신기와 센서부는

매우 강하게 반복되는 타격도

제공하며, 타격으로 인한 손상

필름센서를 특수 제작하여,
견뎌낼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타격용 전자 강도 감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10-1478666-0000)

구매 후 1년간 무상 A/S를 
또는 제품 노후 시 저렴한 

비용으로 유상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PRODUCT
PORTFOLIO
[ZDP-03]
쌍미트

[ZAM-01]
암미트

[ZBS-01]
빅쉴드

[ZJAP-01]

점핑에어패드

[ZJP-01]
점핑패드

[ZKM-01]
킥미트

[ZS-01]
쉴드

[ZEB-A]

전자격파대

(A Type)

[ZCG-R-01]

[ZCG-B-01]

(Red)

(Blue)

제스 전자호구

제스 전자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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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B-01]

[ZFAB-01]

판타에어스탠딩백

판타펀칭백

[ZP-80-05]
제스패드 80

[ZT-01] 제스 블루투스 송신기
탈부착형 제품으로, 하나의 송신기로

제미타의 모든 타격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ZABM-S-01]

제스 에어백용 미트 S

[ZASB-M-02]

[ZFBB-01]
판타가로백

[ZABB-M25]

에어스탠딩백 M

가로백 M (2.5m)

[ZTP-80-01]
제스토르소패드 80

[ZABM-M-01]
제스 에어백용 미트 M

[ZABB-L25]

가로백 L (2.5m)
[ZP-100-05]
제스패드 100

[ZASB-L-02]

가로백 L (4m)

[ZTP-100-01]

[ZABM-L-01]
제스 에어백용 미트 L

제스토르소패드 100
[HP-01]

[ZP-120-05]
제스패드 120

핸드펌프
물호스

[ZABB-L40]

에어스탠딩백 L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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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블루투스 송신기 ZESS Bluetooth Transmitter

ZT-01

· 제미타 전자타격용품에 내장된 타격감지센서의 신호를 블루투스로 제미타앱으로 송출
· 탈부착형으로 제미타의 제스 타격용품에 모두 부착가능
· 완충시 약 20시간 이상 사용가능(일정시간 지나면 시간 단축)
· CE, FCC, KC 인증 제품
· 제품 구성: 송신기, 충전기, 매뉴얼
제품크기

14.5X7.5X2.5cm(가로X세로X두께)

무게

80g

포장크기
재질
RF

통신방식

17X12X6cm(가로X세로X두께)
ABS, PU, Rubber

2.4GHz Bluetooth Low Energy

유효
통신거리

5m 이내 안정거리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전시

5V DC 0.7A

동작시

충전단자
OS

블루투스
사용온도

3.7V 내장 충전용 배터리
마이크로 USB단자

안드로이드 4.3이상/iOS8 이상
블루투스 4.0 이상
0~40℃

제스 쌍미트 ZESS Double Paddle

ZDP-03

· 발포성형으로 제작하여 매우 가볍고 타격시 큰 타격음 발생
· 센서가 민감하여 유,아동 사용 가능
· 휴대 및 이동이 편리, 다양한 측정 및 겨루기용

- 제품사이즈: 55 X 21.5 X 7.5cm
- 박스사이즈: 56.5 X 22 X 8cm
- 무게: 420g / 500g (송신기포함)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제스 킥미트 ZESS Kick Mitt

ZKM-01

· 강도감지센서가 부착된 킥미트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데이터 
측정, 분석, 겨루기, 게임 등 30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영 가능
· 스마트폰을 넣어 사용가능하도록 폰커버 부착-개인트레이닝
· 고급NBR 사용으로 타격감 우수 / 착용감을 위한 쿠션밴드 사용
· 모든 발차기의 스피드, 반응속도 측정
· 전자호구 득점을 위한 강도타격 훈련

제스 암미트 ZESS Arm Mitt

ZAM-01

· 강도감지센서가 부착된 암미트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데이터 
측정, 분석, 겨루기, 게임 등 30여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영 가능
· 고급NBR 사용으로 타격감 우수
· 펀칭 및 킥의 반응속도 / 스피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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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이즈: 46 X 28.5 X 12cm
- 박스사이즈: 51 X 31 X 16.5cm
- 제품무게: 820g / 박스포함무게: 1220g
- 송신기부착시 무게: 900g

- 제품사이즈: 421 X 47 X 10cm
- 제품무게: 780g
- 송신기부착시 무게: 860g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제스 쉴드 ZESS Shield

Z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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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35 X 70 X 15cm
- 무게: 1,800g / 1,880g(송신기포함)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된 전자쉴드
· 15cm 두께의 탄성이 강한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 강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 뒷부분에 위, 아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타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스 빅쉴드 ZESS Big Shield

ZBS-01

· 설치와 이동이 쉽고 편하게 몸에 거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앞부분에 스마트폰을 넣어 앱을 보면서 사용가능

- 사이즈: 80 X 100 X 15cm
- 무게: 8kg
- 송신기 탈부착 가능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제스 전자호구 ZESS E-Chest Guard

ZCG-01

12

- 사이즈: 0호/1호/2호/3호/4호/5호
- 색상: 청/홍

· 시합용 전자호구와 달리 센싱양말을 착용하지 않아도 
모든 타격에 반응하는 도장 수련용 스마트 보호구
· 몸에 착용하였을 때 타격시 강도값이 잘 나오는 착용형 전자겨루기시스템
· 몸에 착용하거나 쉴드, 스탠딩백, 샌드백등에 부착하여 사용가능
· 제미타의 전자겨루기 앱과 모두 호환
· 전자호구를 타격시 표출되는 타격값은 타격부위, 방향, 면적등에 따라 
상이한 타격값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제미타 전자격파대 E-Breaking Board

ZEB-A / ZEB-B / ZEB-C

· ‘재미’와 ‘수련’을 한번에
·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격파수련을 도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미타 전자격파대는 경쾌한 격파소리와 함께 격파측정을 
화면에 표시하여 수련의 동기부여와 목표달성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 사이즈: 40 X 20 X 26cm
- 무게: A Type-5kg / B Type-6kg / 
C Type-6kg
- 격파하는 센서부는 착탈식, 
무한 재사용가능

A Type

B Type

C Type

A Type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제스 패드 ZESS Pad 80 / 100 / 120

ZP-80 / ZP-100 / ZP-120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는 것이 최적이며 타 스탠딩백, 샌드백 등에 부착가능
· 사각백, 쉴드 등에 부착하여 휴대형으로 사용 가능
제스패드 80: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에 적합
- 모델명: ZP-80-05
- 사이즈: 가로 84cm, 세로 33cm, 두께 1.5cm
- 무게: 670g / 750g(송신기 부착시)
제스패드 100: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에 적합
- 모델명: ZP-100-05
- 사이즈: 가로 104cm, 세로 33cm, 두께 1.5cm
- 무게: 830g / 910g(송신기 부착시)
제스패드 120
- 모델명: ZP-120-05
- 사이즈: 가로 124cm, 세로 33cm, 두께 1.5cm
- 무게: 1,000g / 1,080g(송신기 부착시)

제스 에어스탠딩백 Air Standing Bag M / L

ZABS-M / ZASB-L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은 물통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타격가능
· 타격부위가 낮아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두 안전하게 사용가능
· 강한 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 몸통 부분의 에어를 조절하면 흔들림과 타격감 조절 가능
· 에어백에 쿠션패드나 일반 호구 등을 부착하여 사용시 타격감 향상
· 제스패드를 쉽게 부착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벨크로(찍찍이) 부착
· 직접 수선이 가능한 수리키트 (원단, 본드, 캡조임 렌치) 포함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
- 모델명: ZASB-M-02
- 사이즈: 높이 약140~150cm / 베이스(물통) 높이20cm, 너비 65cm
- 무게: 6kg (물완충시 약 55kg)
- 제스패드 80 부착에 적합한 사이즈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
- 모델명: ZASB-L-02
- 사이즈: 높이 약150~160cm / 베이스(물통) 높이30cm, 너비 70cm
- 무게: 7kg (물완충시 약 80kg)
- 제스패드 100 부착에 적합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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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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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토르소 패드 ZESS Torso Pad 80 / 100

ZTP-80 / ZTP-100

· 강도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와 연결하여 사용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 사람몸통과 유사한 형태로 펀칭이나 발차기가 편합니다.
제스 토르소패드 80
- 모델명: ZTP-80-01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에 적합
-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84*33*15cm
- 무게: 900g / 980g(송신기 부착시)
제스 토르소패드 100
- 모델명: ZTP-100-01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에 적합
-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104*33*15cm
- 무게: 1,200g / 1,280g(송신기 부착시)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M에 부착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에 부착

제스 에어백용 미트 ZESS Air Standing Bag Mitt

ZABM-S / ZABM-M / ZABM-L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후리기 등 회전발차기를 수련할 수 있습니다.
· 미트 S는 판타에어스탠딩백에 부착, 미트 M은 에어스탠딩백 M에 부착, 미트 L은 에어스탠딩백 L에 부착합니다.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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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PORTFOLIO
E-CHEST GUARD PACKAGE

[ZCGP-4P]

제스전자호구 2세트 (4P)

[ZCGP-6P]

[ZCGP-2P]

제스전자호구 3세트 (6P)

제스전자호구 1세트 (2P)

AIR-STANDING PACKAGE

[ZFAP-2P]

[ZFAP-3P]

[ZASBP-P80-2P]

[ZASBP-P80-3P]

[ZASBP-P100-2P]

[ZASBP-P100-3P]

[ZASBP-T80-2P]

[ZASBP-T100-2P]

판타에어스틱 패키지 (2P)

제스패드100 
에어스탠딩백패키지(2P)

판타에어스틱 패키지 (3P)

제스패드100 
에어스탠딩백패키지(3P)

제스패드80 
에어스탠딩백패키지(2P)

제스토르소패드80
에어스탠딩백패키지(2P)

제스패드80 
에어스탠딩백패키지(3P)

제스토르소패드100
에어스탠딩백패키지(2P)

BRIDGE BAG PACKAGE

[ZABBP-L25-2P]

[ZABBP-L25-3P]

[ZABBP-L25-4P]

[ZABBP-L25-2P]

[ZABBP-L25-3P]

[ZABBP-L25-4P]

[ZABBP-L40-2P]

[ZABBP-L40-3P]

제스패드80 가로백
패키지 2.5m(2P)

제스패드100 가로백
패키지 2.5m(3P)

제스패드80 가로백
패키지 2.5m(3P)

제스패드100 가로백
패키지 2.5m(4P)

제스패드80 가로백
패키지 2.5m(4P)

제스패드100 가로백
패키지 4m(2P)

제스패드100 가로백
패키지 2.5m(2P)

제스패드100 가로백
패키지 4m(3P)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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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ORTFOLIO
ZESS G
· 귀
 여운 캐릭터와 함께 스피드, 파워, 
체력 등을 이용하여 1~4명/팀이 
겨루기를 할 수 있습니다.
MODE S
 peed, Tug of War, Stamina,
Fighters, Scoreboard

ZESS R2
· 여
 러 명이 팀을 나눠 라운드방식과
릴레이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게임 전용 앱입니다.
MODE Round, Relay

ZFIT
· 3개의 블루투스 송신기 연결 후
스피드, 파워, 타이밍을 이용하여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피트니스 게임입니다.

MODE Touch Block, Boom Boom,
Boxing, Shoot, Tank

AR SCORE
BOARD
· 제
 미타 전자호구 전용 앱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 겨루기 영상에
에너지바 또는 점수가 실시간으로
표기되며, 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MODE Power Game, Point Game

ZESS C
· 대
 회/겨루기에 최적화된 앱으로 
스피드, 반응속도, 격파게임을 
1~4명/팀이 할 수 있습니다.
· 격파는 전용 격파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MODE S
 peed, Reaction Speed,
Breaking, Challenger

SCORE BOARD
· 전
 자호구 전용 앱으로, 파워게임과
포인트게임 2가지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화면터치로 수동 점수부여 가능
MODE Speed(point), Power

FANTA SOLO
· 한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 연결 후
발차기, 펀칭, 점핑 등을 통한
다양한 게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ZEM RSP
· 한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연결하여
스피드, 파워, 반응속도를 측정합니다.

MODE S
 peed, Reaction Speed,
Power

TATAJUMP
· 출
 시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13개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송신기: 3개 필요

MODE S
 peed, Reaction Speed, Tug
of War, Monkey, Shoot,Speed
Tank, Relay Tank, Touch
Block, Bird, Cannon, Boxing

TATAMONG
· 3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연결하여
타격이나 점핑으로 운동하는 
게임입니다.

MODE Bird, Monkey, Boom Boom,
Shoot, Tank, Cannon, Shot
Block

AR SPEED
TESTER
· 측
 정전용 앱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 
스피드, 반응속도 결과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선수 등록 및 기록 조회 가능
MODE Speed, Reaction Speed

Play Store 에서 
‘zemita’로 검색하세요.

APP Store에서 
‘zemita’로 검색하세요.

ZEMITA
PACKAGE
BESTSELLER
제미타 패키지 베스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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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도장용 전자호구 청, 홍 세트 ZCGP-2P

전자호구 CE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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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발보호대(센싱양말) 없이 사용 가능한 도장 수련용 전자호구
• 별도의 수신기없이 바로 스마트폰 연결 후 사용 가능합니다.

MAIN APPLICATIONS

AR SCORE BOARD

COMPONENT

SCORE BOARD

쉽고 간편하게 겨루기대회 운영

실전과 같은 훈련

철권게임같은 파워태권도

앱에 연결한 상태에서 다음 선수

최소강도값, 라운드 및 시간 설정, 

Scoreboard)으로 경기 영상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송신기를
의 전자호구에 부착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칙설정에서 득점 인정을 위한

부위별 득점 등 원하는 설정으로
다양한 겨루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증강현실 겨루기 판정시스템 (AR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
한 효과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판타에어스틱패키지(2P) ZFAP-2P
· 타격에

19

민감하게 반응하는 판타펀칭백을 판타에어백 및 가로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강한 타격에 흔들림이 많아 적은 연령대에 적합합니다. (12세 미만 추천)

· 판타에어백은

COMPONENT

Used In Various Ways
판타펀칭백의 높이를 조절하여 부착하거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다양한 발차기나 펀칭, 봉, 검으로 타격
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세 설명

· 에어스탠딩백 M 또는 L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어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고 이동이 수월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합니다.
· 회전 발차기를 위한 에어백용 미트(S) 부착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판타펀칭백의 다양한 활용

판타펀칭백은 에어백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에 착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펀칭백에 스마트폰 홀더가 있어, 
개인 측정용으로 사용이 용이)

판타에어스틱패키지(3P) ZFAP-3P
· 타
 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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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하는 판타펀칭백을 판타에어백 및 가로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강한 타격에 흔들림이 많아 적은 연령대에 적합합니다. (12세 미만 추천)

· 판
 타에어백은

COMPONENT

Used In Various Ways
판타펀칭백의 높이를 조절하여 부착하거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다양한 발차기나 펀칭, 봉, 검으로 타격
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세 설명

· 에어스탠딩백 M 또는 L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어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하고 이동이 수월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합니다.
· 회전 발차기를 위한 에어백용 미트(S) 부착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판타펀칭백의 다양한 활용

판타펀칭백은 에어백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에 착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펀칭백에 스마트폰 홀더가 있어, 
개인 측정용으로 사용이 용이)

제스패드80 에어스탠딩백패키지 ZASBP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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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8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원하는 높이에 부착하여 발차기, 펀칭, 봉, 검으로 타격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제
 스패드를

COMPONENT

OPTION

에어백용 미트(M)을 제품과 결합하여
회전 발차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상세설명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미타 가로백이나 에어백용 미트를 추가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80

에어백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드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 물을 가득 채울 경우 50-60kg으로, 매우 강한 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 필요 이상의 매우 강한 타격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합니다.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피
넘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패드80 가로백패키지 2.5m(2P) ZABBP - M25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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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8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이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2인 또는 2팀이 펀칭, 발차기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패키지

COMPONENT

강도값 조절을 통한 듀얼 플레이

Used In Various Ways

가로백에 부착한 제스패드를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면 펀칭이나 돌려차기 타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스패드는 에어스탠딩백 부착 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 강
 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 80

※ 가로백 부착 시, 강한 타격에 의해 다른 패드가 반응하지 않도록
득점 인정을 위한 최소 강도값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가로백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가로백에 제스패드80을 추가 부착하면 3인용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피드
넘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 가
 로백 2.5m는 최대 3인까지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패드80 가로백패키지 2.5m(3P) ZABBP - M25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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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8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이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3인 또는 3팀이 펀칭, 발차기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패키지

COMPONENT

Used In Various Ways

가로백에 부착한 제스패드를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면 펀칭이나 돌려차기 타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도값 조절을 통한 듀얼 플레이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스패드는 에어스탠딩백 부착 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 강
 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 80

※ 가로백 부착 시, 강한 타격에 의해 다른 패드가 반응하지 않도록
득점 인정을 위한 최소 강도값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가로백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을 추가하면 3인용 돌려차기가 가능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피드
넘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 가
 로백 2.5m는 최대 3인까지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패드100 에어스탠딩백패키지 ZASBP -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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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10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원하는 높이에 부착하여 발차기, 펀칭, 봉, 검으로 타격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제
 스패드를

COMPONENT

OPTION

에어백용 미트(L)을 제품과 결합하여
회전 발차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상세설명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미타 가로백이나 에어백용 미트를 추가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100

에어백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드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 물을 가득 채울 경우 80-90kg으로, 매우 강한 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 필요 이상의 매우 강한 타격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합니다.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피
넘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패드100 가로백패키지 2.5m(2P) ZABBP - L25 -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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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10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이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2인 또는 2팀이 펀칭, 발차기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패키지

COMPONENT

Used In Various Ways

가로백에 부착한 제스패드를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면 펀칭이나 돌려차기 타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도값 조절을 통한 듀얼 플레이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스패드는 에어스탠딩백 부착 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 강
 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

※ 가로백 부착 시, 강한 타격에 의해 다른 패드가 반응하지 않도록
득점 인정을 위한 최소 강도값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넘

가로백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가로백에 제스패드100을 추가 부착하면 3인용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100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
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 가
 로백 2.5m는 최대 3인, 4m는 최대

4인까지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패드100 가로백패키지 2.5m(3P) ZABBP - L25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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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패드10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이나 가로백에 부착하여, 
3인 또는 3팀이 펀칭, 발차기로 겨루기를 할 수 있는 패키지

COMPONENT

Used In Various Ways

가로백에 부착한 제스패드를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면 펀칭이나 돌려차기 타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도값 조절을 통한 듀얼 플레이

파워풀한 타격 경험

· 제스패드는 에어스탠딩백 부착 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 강
 한 타격에도 버텨내는 제스패드

※ 가로백 부착 시, 강한 타격에 의해 다른 패드가 반응하지 않도록
득점 인정을 위한 최소 강도값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겨루기, 파워겨루기 등 박진감 넘

가로백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L을 추가 부착하면 3인용 돌려차기가 가능합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100 패키지는 펀칭은 물론 발차기로 스
치는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 가
 로백 2.5m는 최대 3인, 4m는 최대

4인까지 앞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스 토르소패드80 에어스탠딩백패키지 ZASBP -T80
· 제스

토르소패드8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토르소패드를 원하는 높이에 부착하여 발차기, 펀칭, 봉, 검으로 타격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제스

COMPONENT

몸통 형태의 타깃

몸통 형태의 타깃은 우수한 타격감은

물론, 높이 조절을 통해 초보 수련자도
펀칭이나 발차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상
 단 배치 : 다양한 펀칭 각도에 대응 가능
· 하
 단 배치 : 옆면이 비스듬하여 발차기
훈련에 용이

OPTION

제스패드80이나 에어백용 미트(M)을 추가로 
결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세 설명

· 물
 을 가득 채울 경우 50-60kg으로, 매우 강한 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에어백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필요 이상의 매우 강한 타격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에
 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 한
 개의 패키지로 측정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패키지의 경우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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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토르소패드100 에어스탠딩백패키지 ZASBP -T100
· 제스

토르소패드100을 제미타 에어스탠딩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키지
토르소패드를 원하는 높이에 부착하여 발차기, 펀칭, 봉, 검으로 타격하면서
겨루기나 게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제스

COMPONENT

몸통 형태의 타깃

몸통 형태의 타깃은 우수한 타격감은

물론, 높이 조절을 통해 초보 수련자도
펀칭이나 발차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배치 : 다양한 펀칭 각도에 대응 가능
· 하단 배치 : 옆면이 비스듬하여 발차기
훈련에 용이

OPTION

제스패드100이나 에어백용 미트(L)을 추가로 
결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세 설명

· 물을 가득 채울 경우 80-90kg으로, 매우 강한 타격에도 흔들림이 적고 

에어백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필요 이상의 매우 강한 타격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에어백의 물과 공기를 빼면 부피가 작아 보관 및 운송에 용이합니다.
· 한 개의 패키지로 측정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패키지의 경우 

겨루기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하단의 물 넣는 베이스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바른 자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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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MITA
APPLICATION
BESTSELLER
제미타 어플리케이션 베스트셀러

· 발차기, 펀칭, 점핑 등을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운동
· 앱별 설정에서 게임 규칙 및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 변경
· 별도의 수신기 없이 블루투스 송신기와 앱 연결 후 사용
· 매년 1-2개의 신규 앱 출시

29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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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SCORE BOARD

AR SPEED TESTER

· 전자호구 전용 앱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 스
 피드, 반응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북마크 기능을 통해 득점 발생 시점을 찾아 

화면에 표시되고 저장되어, 개인별 기록 관리 및 분
석이 가능합니다.

겨루기 영상에 에너지바 또는 점수가 실시간으
로 표시되고 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POWER GAME

· 증
 강현실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 블
 루투스 송신기 : 1개 필요
SPEED

· 설
 정된 시간이나 횟수를

얼마나 빨리 또는 많이 
타격했는지를 측정
합니다.

· 시
 간/횟수/혼합모드로 

구성

· 개
 인별 기록 관리 및 

분석 가능

· 철
 권같은 게임처럼 화면에 에너지가 표시되는 

파워겨루기 게임입니다.

· 대
 한태권도협회의 파워태권도와 유사한 파워

겨루기로, 에너지가 표시되는 겨루기 화면을 
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 에
 너지다운/다판선승제 모드로 구성
POINT GAME

REACTION SPEED

· 신
 호에 맞춰 타격을 함으

로써, 사용자의 순간적인
반응속도를 체크합니다.

· 개
 인별 기록 관리 및 

분석 가능

· 기
 존 포인트방식의 겨루기 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화
 면을 터치하거나 블루투스 키패드로 얼굴득점,

기술득점, 감점, 경고 등 부여 가능

· 카
 운트 업, 다운모드/다판선승제 모드로 구성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ZE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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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스피드, 파워, 체력 등을
이용하여 1-4명/팀이 겨루기를 할 수 있습니다.

MODE

SPEED

· 스
 피드겨루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 시간/횟수/혼합모드로 운영 가능
· 참여인원: 1-4명/팀

FIGHTERS

· 상
 대의 에너지를 없애는 게임입니다.
· 파워 겨루기 가능
· 참여인원 : 2명/팀

SCORE
BOARD

TUG OF WAR

· 나
 의 에너지를 늘리며 줄다리기처럼 밀고 
당기는 게임입니다. (파워 겨루기 가능)
· 참
 여인원 : 2명/팀

SCOREBOARD

· 전
 자호구 전용 앱으로, 파워/포인트 게임으로 운영됩니다.
· 대전용 구성으로 라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EED(POINT)

· 시
 간/횟수 모드로 운영 가능
· 시간모드는 화면을 터치하여 +3, +1,
-1 등 수동으로 가감이 가능합니다.

· 나
 의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타격하는 파워 겨루기 게임입니다.
· 참
 여인원: 2명/팀

· 청
 /홍 구분 전광판용 화면 구성
· 파워 겨루기 가능
· 참여인원: 2명/팀

MODE

POWER

· 에
 너지바로 타격 강도만큼 에너지
증가/감소 모드로 운영 가능
· 화면을 터치하여 +10, -10 단위로
수동 가감이 가능합니다.

STAMINA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ZESS
C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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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회/겨루기에 최적화된 앱으로, 속도, 반응속도, 
격파게임을 1- 4명/팀이 할 수 있습니다.
· 격
 파는 전용 격파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 라
 운드 시간과 휴식시간, 대회 이름 등 대회 운영을 위한 
기본 설정이 가능합니다.

SPEED

BREAKING

· 전
 용 전자격파대를 이용하여
격파 측정이 가능합니다.
· 송판/기와/대리석모드로
연령대에 맞춰 운영 가능

· 스피드 겨루기/측정 가능
· 시간/횟수/혼합모드로 
운영 가능
· 라운드 설정 가능
· 참여인원: 1-4명/팀

ZEM
RSP

REACTION SPEED

CHALLENGER

· 반
 응속도 측정/겨루기 가능
· 속
 도/시간모드로 운영 가능
· 참
 여인원: 1-4명/팀

* 전용 격파대 사용을 권장합니다.

· 특
 정 목표를 정하고 타격
성공여부에 따라 성공/실패 
표시
· 높
 이차기 측정 등으로 운영 가능
· 참
 여인원: 1-4명/팀

한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연결하여
속도, 파워, 반응속도를 측정합니다.

MODE

SPEED

· 스피드를 측정하며,
시간/횟수/혼합모드로 운영 가능
· 20명까지 기록 저장 가능

REACTION SPEED

· 반
 응속도를 측정하며,
속도/시간모드 운영
· 20명까지 기록 저장 가능

POWER

· 타
 격의 파워 측정 가능
· 20명까지 기록 저장 가능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FANTA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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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이용하며,
발차기, 펀칭, 점핑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운영이 가능합니다.

MODE

MONKEY

BIRD

· 위
 아래로 움직이는 폭탄을 피해
과일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 타격 시 원숭이가 돌멩이를 던지고
맞춘 만큼 점수를 획득합니다.

· 타
 격하면 새가 상승하고 
타격하지 않으면 내려오면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임
· 집중력 강화에 도움

SHOT BLOCK

CANNON

· 여
 러 개의 구슬을 원하는 곳으로 
발사하여 블록들을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 타
 격의 파워만큼 날아가는
대포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ZESS
R2

여러 명이 팀을 나눠 라운드/릴레이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게임 전용 앱입니다.

MODE

ROUND

· 2
 명이 동시에 겨루기를 하고 승리하는 
팀이 1점을 얻는 방식의 단체 게임
· 설정된 득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

RELAY

· 설
 정된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다음 미션을 수행하는 릴레이 단체 게임
· 먼저 미션을 수행하는 팀이 승리

TANK

· 장
 애물을 제거하며 탱크를 이동시키는 
게임입니다.
· 참
 여인원: 최대 3명

SHOOT

· 비
 행기가 폭파될 때까지 계속 
타격하는 게임입니다.

타격의 스마트한 혁신, 제미타

Z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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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또는 팀의 속도, 파워, 타이밍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며, 총 5개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블
 루투스 송신기: 3개 필요

MODE

BOOM BOOM

TOUCH BLOCK

· 블
 록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맞는
타격대를 타격하여 블록을 없애는
게임입니다.

· 폭
 탄에 표시된 에너지만큼
폭탄의 위치에 맞는 타격대를 
타격하여 폭탄을 폭파,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BOXING

· 상
 대 선수가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타격대를 타격하여 선수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임입니다.

TATA
MONG

SHOOT

· 좌
 /우 타격으로 방향 이동, 
중앙 타격 시 총알이 발사되어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게임입니다.

 개의 블루투스 송신기를 연결하여 
3
타격 및 점핑으로 운동하는 게임입니다.

게임방법

· 3
 곳에서 다가오는 몬스터를 물방울로 
맞춰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 펀칭백을 타격하거나 에어패드에서 
점핑하면 물방울이 발사됩니다.

TANK

· 타
 격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목표지점까지 먼저 도착하는 
탱크레이싱 게임입니다.
· 참
 여인원: 최대 3명

PLAY HIT,
PLAY SMART
ZEMITA
제미타는 No.1 전자타격용품 회사입니다.

제미타를 통해 타격의 색다른 짜릿함을 경험해보세요.

CONTACT POINT
Address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Phone

070 - 4006 - 7000

401동 1302호(14502)

E-mail

one@zemita.com / zemita@zemita.com

Website

zemita.com / zemitashop.com

Facebook

facebook.com/funzemita

Youtube

youtube.com/zem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