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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운동

스키의 숏턴자세와 비슷.
다리를 20~40도 굽힌
상태에서 다리 반력운동
을 함. 다리와 하반신 전
체 운동을 하게 됨

허리, 복근운동

좌 우로 90도씩 180도
를 회전하여 복근과 허
리근육을 사용하게 됨
뱃살을 비틀어 줌

팔, 어깨운동

균형을 잡기 위해 자
동적으로 팔을 휘두르
게 됨. 팔과 어깨, 목
운동을 하게 됨

균형감각

몸치에게도 균형감
각과 운동신경을
발달시켜 줌



윗몸 일으키기

요가

줄넘기

싸이클

훌라후프

런닝머신

스트레칭

트위스터

허리비틀기



• • 적은 공간 차지

•저렴한 비용

•전원이 필요 없음

•에어로빅운동과 같은

•모션 전신운동

•춤추듯 비틀고 점핑하기

•러닝머신, 사이클보다

우수한 유산소운동

•복근운동, 뱃살빼기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

• •아이들 성장에 도움

•러닝머신,헬스사이클, 

스텝퍼, 에어로빅, 줄넘

기, 트위스트운동이 동

시에 가능한 유산소 운

동기구

기능성 효율성

편리성오락성

제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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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고! 비틀어라! 

과학적으로 디자인 된 트위스
트런은 사용자가 자동으로 팔
과 어깨를 움직이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

배, 복부근육 뿐 아니라 등 근
육 등도 함께 비틀며 운동. 

열화상 실험

10분간 트위스트런 사용전/
후 열화상 촬영

단 10분 사용 만으로도 온
몸이 빨갛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시간당 최고 560kcal을 소모

운동효과

트위스트런 사용 전 10분 사용 후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팀 실험

운동종목별 칼로리 소비량/시간

트위스트런 560 kcal
조깅 508

줄넘기 460

수영 424

자전거 327

빨리걷기 290

보통속도걷기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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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tRUN 스텝퍼 런닝머신 헬스사이클 슬랜더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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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팀 실험

트위스트런 사용시 시간당 최고 560kcal

를 소모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기존의

운동기구, 스텝퍼, 런닝머신, 헬스 사이클

등의 칼로리 소모량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월등히 높음.



모델이름 TwistRUN TW-1001

HS CODE 9506.91

중량 8.7kg (19.2lbs)

제품규격
367*357*314mm 
(14.4*14.1*12.1inch)

소비전력 無전원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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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판
2. 중심축
3. 지지대
4. 스프링
5. 고무바닥
6. 고무링크

제품정보

제조원 트위스트런㈜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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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플라스틱 (LG화학 제조)

경질 크롬 도금 강철

오일 템파선 강철

NBR고무

천연고무 (NR고무)





트위스트런 런닝머신
가정용

가격 $ 120 ~ $ 160 $ 1,500~$ 30,000

제품규격 (LWH)
(사용필요공간)

36x36x32 cm
(0.4m x 0.4m = 0.16㎡)

190x100x150 cm
(2.5m x 2 = 5㎡)

제품중량 8.1 kg 80 kg ~ 120 kg

소비전력

= 유지비 없음

YES

소음 & 진동

= 약 10 데시벨(속삭이는 대화)

YES
= 약 50 데시벨 (청소기 소음)

조립

= 완제품

YES
= 방문설치 필요

효과 유산소운동
+ 근력 운동

ONLY
유산소운동

제품 비교

트위스트런
vs 런닝머신



세계 속의 트위스트런!



트위스트런은 세계 유명 박람

회 독일 FIBO, ISPO, 미국OR-

Show 등 에서 이슈가 되었던

운동기구 아이템!

* 독일공영방송 WDR TV를 포함 라디오, TV등에 소개



KBS  「추적60분」
“영혼의 살인자, 초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자의 트위스트런 운동모습

SBS  「세상에 이런 일이 」

트위스트런 하며 한시 외우는 아저씨

Media Appearance



KBS  「생생정보통」

테마: 트위스트런을 사용한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

SBS E-TV  「철퍼덕하우스」

테마: 여름겨냥 다이어트 플랜



SBS 드라마 「커피하우스」

가족이 다 함께 재미있게 운동하는 장면

MBC  시트콤「몽땅 내 사랑」

유명 K-POP 아이돌 스타 가인(오른쪽)이 사용하
여 일명 ‘가인 운동기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함.

Product Placement



여성잡지 ｢여성중앙」

잡지추천 춤추 듯 살 빼는 운동기구 트위스트런

여성잡지 「Maison Marie Claire」

몸매 가꾸기 추천운동기구

Publications



세계적인 여성잡지 ｢Cosmopolitan」

잡지추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모음

일본 미용 건강 잡지 「FYTTE」

한국의 메가 히트 아이템, 트위스트런

홈쇼핑 대박엔 이유가 있다! 
트위스트런



*2009년 5월부터 한국 내 판매 실적

판매실적

유명 온라인 마켓(B2C)과 대형 오픈마켓, 쇼핑 카달로그 등
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 중

2009년 3월부터 메이져 홈쇼핑 롯데, CJ에서 방송 중

대형마트 (롯데마트)입점
학교,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등 도매 납품



2009년 3월 ~ 현재
25회 연속 매진(2009.05~2010.05) 

2010년 4월 ~ 현재



쇼핑 카달로그

GS shop, 롯데, CJ 몰 등 메이저 쇼핑
카탈로그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트위스트런!!





Market Feedbacks

예) 3824명의 고객
평가의 평균점수가

100점 중 98점!



It was a present from my
husband earlier. felt little bit
hard to balance first, but now
it is very easy and just fun to
exercise! Everyone should try
it!

I’m in my late 40s. It is not easy for
me to go to fitness club everyday.
Twistrun helped me to exercise
anytime and anywhere in my house
due to it’s small store place! I’m
very happy with it so far!
Recommend to all!

품질 디자인 가격

I lost 5 kg in a month!
Really easy and you never 
get bored when you 
TwistRUN
while you watching TV.

I was very surprised by how much
calories I’d burn using TwistRUN.
You will be sweating only after 5
min! Trust me. I can exercise at
home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the music. I guess I would be
surprised by me new form after few
weeks! I’m very satisfied

and many more…!



요점 요약

비틀고, 뛰고,(JUMP & TWIST!) 동시에 운동한다! 
쉽고 재미있는 신개념 운동기구 트위스트런(Twist Run)!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복부운동, 전신 운동 가능.
S 라인 만들기, 뱃살빼기에 탁월한 효과! 
명품 몸매만들기 운동 필수품. 
점핑 점핑으로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도움(발바닥의 성장판 자극) 
운동과 재미를 겸비해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할 수 운동. 

트위스트런 하나로 복잡한 기구를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 효과
- 러닝머신,헬스사이클, 스텝퍼, 에어로빅, 줄넘기, 트위스트운동을 동시에 ! 

No Noise, No Shock, No Power !!! 

고탄성 스프링, 트위스트런 만의 지지축으로 무릎관절에 전혀 무리가 없고
40센티 이하의 적은 사이즈로 공간 활용에 효율적이라 작은집에서도 OK!

한국 특허제품 오리지널 트위스트런 제품.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 특허 6개국 7개 특허 등록. 
한국산 부품, 한국에서 직접 조립한 Made in Korea!

LG화학 플라스틱, 반영구적인 경질크롬 도금, 자동차 쇼바용 고탄성 스프링 사용…최고급 부품. 
짝퉁 싸구려 제품과 비교를 거부한다 !! 



회사명 : 트위스트런㈜

설립년도 : 2005

업종 : 제조 & 유통

생산수량 : 월 40,000 ~ 45,000  

Website : www.twistrun.com

연락처 : twistrun@gmail.com/ twistrun@paran.com 

tel) 031-224-1822

fax) 031 224 182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6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