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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TaiSPO 

세계 피트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8 TaiSPO(Taipei Int’l 

Sporting Goods Show, 이하 타이스포)가 베일을 벗었다. 타이스포는 매년 3월 대만무역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제 스포츠용품 박람회로, 각종 피트니스 장비와 트레이닝 프로

그램, 피트니스 클럽,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웃도어 및 캠핑 등 다양한 스포츠·레저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주최국인 대만은 물론, 스포츠의 본고장인 미국과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그

리고 대한민국의 피트니스 브랜드가 참여하는 2018 타이스포는 국제 다이빙&수상레저쇼 

DiWaS(Taiwan Int’l Diving and Water Sports Show), 국제 스포츠섬유&용품 엑스포 

SPOMODE(Taipei Int’l Sports Textile & Accessory Expo)와 함께 2018년 3월 8~10일까지, 타이베이 TWTC 1, 3 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과 유소년, 환자들까지. 피트니스의 저변 확대  

GEEHOO(www.bodychargerfitness.com)

1979년 설립 이후, OEM과 ODM으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지후는 큰 

회사보다는 내실 있는 회사를 목표로 발돋움해왔다. 일찌감치 환자나 노

인층에게 적합한 일립티컬을 개발해 피트니스와 다소 거리가 먼 사람들까

지 신경 쓴 지후는 휠체어에 탄 이들이 쉽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여러 머

신과 유소년을 위한 기구를 개발하며 피트니스의 저변을 확대 중이다. 

지후는 WIFI와 NFC 등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헬스 데이터 플랫폼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I-CARE로 명명된 이 플랫폼은 어느 곳에서든 지후

의 머신으로 측정한 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과 치료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품목   일립티컬, 인도어 사이클, 트레드밀, 로잉 머신, i-CARE 플랫폼 

◀ 휠체어를 탄 노약자를 위해 의자

가 회전하는 인도어 사이클

▲ 지후는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사용자의 

운동 정보가 단순히 기록 측정을 넘

어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라 밝혔다.  

▲ 지후는 기존에 개발한 앉아서 실시하는 일립티컬 외에 노인과 유소년,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피트니스의 현재와 미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만 피트니스 산업 탐방기

Part. 1  

2018 
TaiSPO

Taipei Int’l Sporting Goods Show

2018년의 시작과 함께, 피트니스 업계는 더욱 새롭고 발전된 

형태의 아이템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여러 피트니스 브랜드가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인 가운데, 

주요 피트니스 제조국인 대만의 2018 타이스포 계획이 발표됐다. 

타이스포에 앞서 내실 있고 중요한 브랜드를 상당수 갖춘 

대만의 피트니스 산업 현장을 돌아보았다.

글·사진 이동복   취재지원 대만무역협회(TAI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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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기구, 건강,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말한다.  

INTENZA FITNESS(www.intenzafitness.com)

인텐자 피트니스는 보통의 피트니스 브랜드와 조금 다른 생각으로 소비

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정말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

민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보는 환경을 걱정하고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졌다.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고, 인체공학적이

면서도 심미적으로 뛰어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텐자를 방문하여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가지. 계단형 운동기구 

에스컬레이트와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이다. 에스컬레이트는 섬세한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및 임신부에게도 적합한 

운동기구이며, 스마트폰과의 직접적인 미러링은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

공하기에 충분했다.  

 주요 품목   트레드밀, 일립티컬, 에스컬레이트, 인도어 사이클  

경험의 중요성 

JEX SPORTS(www.jex-sports.com)

지난 1950년에 설립된 난윤 스포츠는 스

포츠 용품의 수출과 수입으로 토대를 마련

해 1968년 자체 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

인 개발과 제조업에 뛰어든 경험 많은 제조

기업이다. 다양한 스포츠 용품 중 배드민

턴 제품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데, CEO인 리처드 조가 가장 잘하고 즐겨 

한 운동이 배드민턴이었던 것. 난윤 스포츠

는 배드민턴에 대한 애정과 오랜 경험을 바

탕으로 젝스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1976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배드민턴 

용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학교 등 관공서에서 트랙&필드 용품

이 꾸준한 판매고를 올렸으며, 급격히 변화

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착안해 마사지 볼

과 폼 롤러 등 리커버리 제품 개발에 집중

하며 다가올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

하고 있다. 

 주요 품목   나일론 셔틀콕, 트랙&필드 용

품, 야구 헬멧, 폼 롤러, 마사지 볼 

▶ 최근에는 회복이라는 피트니스 트렌드에 맞춰 다양

한 패턴의 마사지 볼과 폼 롤러를 출시하고 있다.   

피트니스 시장의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

난 세기 센서를 활용한 심박 측정으로 운동 강

도 정도를 가늠했던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는 이

제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로 사용자와 트레이너, 

멀리는 병원의 의사까지 전달되어 사용자의 평

소 운동 습관과 운동량, 운동 처방에 대한 공유

로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터

치 방식, 모터 부하 중심의 운동기구가 속속 소

개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이어주는 인터넷은 각국에 퍼진 피트니스 이용

자들을 하나의 세상으로 초대, 그들에게 새로운 

훈련 환경을 제공하거나 경쟁의 즐거움을 일깨

워주고 있다. 

20세기 피트니스의 종말,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를 만나자!  

◀ 계단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트

는 국내에서 노인 및 

임신부의 운동기구로

도 명성이 높다. 

▲ 아라테크가 2018년 새롭게 선보이는 스마트워치. 기존의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리트 있는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레드밀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아라테크가 지원하는 플랫폼에 접속하면 세계의 명소를 

러닝 코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코스의 고도 변화를 반영

해 트레드밀에 부하를 적용하며, 다른 곳에 있는 사용자와 함께 경주를 즐길 수도 있다. 

시대에 맞는 헬스기기를 제공한다.  

ALATECH(www.alatech.com,)

아라테크는 21세기에는 그에 맞는 운동기구를 선보여야 한다고 말한

다. 그들의 R&D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데 전자, 기계 디

자인에서 무선 통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다. 아라테

크는 이러한 기술력에 세계 유수 브랜드의 OEM을 맡았던 경험을 더

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품을 제공 중이다. 2018년 가장 기대하고 있

는 제품은 피트니스 워치다. 이미 많은 브랜드가 스마트워치를 선보인 

가운데 블루투스와 GPS, 기본 통신 기능을 갖춘 아라테크의 스마트워

치는 가격이라는 메리트를 더해 경쟁이 치열한 웨어러블 시장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트레드밀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세계

의 여러 코스를 달릴 수 있는 가상 러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곳에 있는 유저가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주요 품목   트레드밀,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심박 및 케

이던스 센서, 속도계

▲ 딱 떨어지는 제품 이미지는 

인텐자 피트니스가 추구하는 가치다. 

▲ 스마트폰 미러링을 지원해 스마트한 

운동 생활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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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젝스 스포츠의 대표적 아이템인 셔틀콕. 일정한 품질의 인조 셔틀콕과 높은 퍼포먼스의 천연 코르크 셔틀콕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