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랭글 및 버츄얼 대회 서비스 소개 
Virtual Running, Cycling, Running, Walking, Pedometer  

국내 유일, 멀티 종목 지원 

TRAN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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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멀티 스포츠 운동앱 

국내운동앱 중 최다 이용자 

170만의 국민이 회원에 가입 

  

국내 운동앱중 다운로드 1위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원스토어 

국내 최초 기록인증 

 위치인증, 거리인증, 매칭율 인증 

국내 최초 부정기록 감지 

빅데이터+인공지능기술 

      가입회원 수                          앱다운로드 수                         최초기록인증                    최초AI부정기록감지                              

       170만             300만           2011년           2021년 

등산앱, 자전거앱, 러닝앱 여러 운동을 트랭글 하나로! 
별도의 마케팅없이 오로지 바이럴로 300만 다운로드, 170만 가입자를 달성한 국내 최대의 운동앱 
구글플레이스토어 피처앱 선정, 애플 앱스토어 건강앱 2주 1위 달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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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처럼  중독되는 운동앱 

  
 

주요기능 
등산, 자전거, 걷기, 뛰기 기본 종목은 물론 
골프, 수영, 승마, 축구, 골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도 가능 

목표 시간, 목표 거리, 목표 고도 설정, 운동예약 기능 

현재 운동 상태 실시간 전달 : 거리, 속도, 고도, 칼로리 소모 

현재 운동 상태 음성 제공 : 운동한 시간, 거리, 평균속도 

기록인증배지, 위치인증배지, 완주(종주)배지, 경험치로 동기 부여 

클럽, 게시판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처음 가는 코스도 따라가기로 쉽고 안전하게 

기록검수 기능으로 비정상 기록 자동 탈락 

인공지능으로 한번 더 부정기록 검출 

트랭글톡으로 위치기반 무전활용 

운동한 만큼 경험치와 인증배지로 계급과 레벨을 상승시키는 게임 같은 운동앱! 
트랭글과 함께 게임처럼 재미있게 운동을 해 보세요! 
 

2021년 7월 계급별 활동 분포 
 중상위 이상의 계급(3년 이상 활동자가 전체의 50% 

한번 시작하면 적어도 계속 사용하는 중독성 입증 
장기간 
사용자가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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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활동자수 
 지속적인 MAU 증가 

평균 MAU 25만~27만 

 7월  현재 31만명대  유지   

 

일 활동자 수 
지속적 DAU 증가 

2021년 6월 12일 8만 1000명 돌파 

7월 여름철 더위, 장마임에도 평균 5만명대 유지 

국내앱 중 최다 회원가입 운동앱 
2019년 글로벌 팬더믹 이후 트랭글 사용자 증가 추세 뚜렷 
2,30대 여성, 청년층 사용자가 전년대비 11% 증가, 현재에도 지속 증가 중 
건강에 관심 많은 4,50대 남성이  주 사용자  

2021. 
6.12 

MAU DAU 

인구통계 
남성 비율이 높지만 여성사용자 11%증가 

중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청년층 사용자 증가  

2021년말 UI/UX 개선으로 여성,청년층 

사용자 증가 기대 

USER 

2015.1~2021.6. 
(구글어날리틱스) 

2021.6.1~6.30. 
(구글어날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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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12. 

2021.1~2021.6. 
(구글어날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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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활동종목 
 일상 생활에서의 걷기가 전체의 50% 

등산 32% 

자전거11% 

러닝 5% 

운동기록 등록 상황 
매년 평균 40%이상의 기록 등록 건수 증가 

2021년 7월 27일 현재 약 600만건의 기록 등록, 

2021년 12월말까지 약 1100만건 기록 등록 예측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운동앱 
평일에는 걷기, 주말에는 자전거나 등산을 즐기는 운동 특성을 보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0%이상 기록 등록 건수 증가 
서울, 경기권 거주자가 전체 운동회원의 51%로 이는 인구 밀도에 비례하는 분포임(행안부 2019년 12월 발표자료) 

기록 
등록 

거주지 통계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51% 

경상, 부산 지역이 전체의 20% 

전라 지역외 기타지역이 29% 

인구밀도에 따라 거주지가 비례하는 형태임 

USER 

32% 

50% 

5% 

11% 
0% 

2% 

등산 

걷기 

조깅 

자전거 

인라인 

기타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6% 

21% 
7% 

13% 

8% 

6% 

9% 

경기 

서울 

부산 

경상 

충청 

전라 

기타 

종목 



다양한 비교기준으로 기록 분석 
고도 상승시 속도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 존재하는지, GPS 오차 범위에 있는지 

인공지능이 판단한 정상적인 기록 범위내에 있는

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지도에 기록을 맵핑하여 분석 
차도를 지나지 않는지, 또는 정상적인 도로로 이동하는지 

속도가 종목에서 가능한 속도 범위내에 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는지 

주 정체 구간의 위치가 교차로 앞과 같은 특성이 있는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기록검증하는 유일한 운동앱  
30만건 이상의 트랭글 회원의 운동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으로 학습 
운동기록이 서버에 등록되면 부정기록인지 수십초내에 감지 가능 
개개인별  운동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부정 기록 감지 기술 개인화 적용예정 

기록 
분석 

식별 

최종 판단  
트랭글AI가 머신러닝으로 추출한 종목별 분석에 의하면 

정상기록으로 판단됨. 

거리(1000): 12089.96 포인트수(50): 747 퍼센트

(30): 0.00 포인트평균거리 (30):16.18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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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  운동앱 
운동기록에 따라 15개의 계급이 있고 

각 계급을 세분화하여 총 66레벨로 구성되어 있

다.  유저는 게임을 하듯, 미션을 완수해서 

보상을 받고 레벨업을 하며,  동선을 완주하면 

배지도 얻는다.  

애플이 추천하는 여름 앱 
여름 스포츠를 원한다면, 이런 앱들은 어떨까. 서핑이나 등산, 카

약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인 ‘프립’, 서핑과 캠핑 등 

아웃도어 장비를 렌탈하는 ‘라이클’, 하이킹과 라이딩에 특화된 

코스 앱인 ‘트랭글’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매체에서 소개하는 트랭글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게임과 같은 특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오늘하루운동앱’으로 소개 
2021년 7월 애플이 추천하는 라이프스타일앱에서 하이킹과 라이딩에 특화된 코스 앱으로 ‘트랭글’ 소개 
2020~2021년 비대면 대회앱으로 트랭글 사용 확대 
  

비접촉 여행, 언택트 대회 솔루션  
 아이더는 비접촉 여행인증을 트랭글로 제공 

우정국, 소방청,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인천일보, 

경남일보 등 다양한 기관과 매체에서 트랭글로 

비대면 대회 치뤄 

 
"여름엔 이런 앱" 애플이 추천하는 라이프스타일 앱은? 
 한경BUSINESS 2021.7.16 
 

[라이프 트렌드&] 코리아둘레길 따라 뚜벅뚜벅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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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추천 

 비대면 
대회 

오하운 

 매체에서 소개되는 트랭글 
 비대면 대회 기사 

[트렌드코리아21]에서 소개된 
오늘하루 운동앱 ‘트랭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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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과 노하우로 검증된 대회 플랫폼 
등산, 자전거, 걷기, 뛰기, 걸음 수 등 다양한 종목 지원 
트랭글 기록 검증 시스템으로 부정기록 방지 기능 기본 적용 
10년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안정된 시스템 

대기업이 선택한 플랫폼 

암웨이 25Cent Run,  

현대 위아 오오오함께걸어봄,  

현대모비스 기부하이킹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암웨이 

SK하이닉스청주 
신영증권, 하이트진로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자 등 

Top아웃도어기업이 선택한 플랫폼 

아이더 아이더로드4500,  

노스페이스 착한운동습관,   

블랙야크 100명산 인증 

아이더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검증된 기록 인증 시스템 

기록 등록시 종목별 규정 속도 초과 

기록 검수 

미션 기록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기록 검수 

트랭글 업로드서버 
기록 검증 

AI 부정기록 검증 
실시간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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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선택한 플랫폼 

전국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대회, 전국 우정 

공무원 비대면 체육 수업, 화성시민 3Go 프

로그램 

 

소방청 
우정국 
화성시 

국가보훈처 
인천시  

365세이트타운 등 

최고의 기술력 보유와 안정된 인증 시스템 운영 
2011년 서비스 시작이래 신뢰할 수 있는 랭킹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부정 기록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운영하고자 하는 대회  특성에  맞게 미션 운영 방식(유형, 타입) 선택 가능 
다양한 종목을  동시에 운영 가능 
종목별 실시간 대회 기록과 랭킹 제공 
참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제공 

02 최적의 미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대회 플랫폼 

타입 특징 메인배너 주요기능 대회종목 대회소개 기록/랭킹 조건 참가조건 데이터  

전용 미션 

전용으로 미션 페이
지를 개발하고 운영
을 원하는 경우  

최적 

연동 

 대회소개 
대회현황 
참가하기 

실시간 기록/랭킹 
부정기로고 감지(AI) 

댓글, 공유 

대회 개설시 
대회 종목 선택가능 

전용 페이지 
개발 및 적용 

실시간 기록반영/
랭킹 제공, 

(거리/경험치선택
가능) 

참가 조건적용 가능 
참가자명단 

참가자기록 제공  

클럽 미션 

커뮤니티로 소통하
고, 자유롭게 운동
하게 하며, 최종  데
이터로 순위를 확인
하는 경우 최적 

연동 

대회소개 
실시간 6종목 기록/랭킹 
공지사항, 게시판, 실시간 
쪽지 발송, 공시사항 실시

간 푸쉬 기능 

6종목(등산,자전거, 걷기, 
뛰기, 걸음수, 종합) 기본  

제공 

관리자가 클럽 
직접 개설.운영. 

-클럽 대문 
-클럽깃발 
-공지사항 
 

실시간 기록반영/
랭킹제공 

(경험치 기반) 

관리자가 
가입승인 

참가자명단 
참가자 기록 제공 

코스북  미션 
걷기완보, 자전거종
주, 등산종주 등 

 인증 미션에 최적 
연동 

대회소개 
코스 지도 보기 제공 

따라가기, 코스이탈안내 
따라가기 매칭율 인증 

도전자,성공자 실시간 랭킹, 
댓글, 공유 

전용 코스북 등록시 
 종목 선택 가능(등산, 자전

거, 걷기 등) 

대회소개 
이미지 적용, 대회소

개글  
적용 

실시간 코스 도전
자/완주자  

랭킹, 인증 진도율 

누구나  
참가 가능 

참가자명단 
참가자 기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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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FINISH 

1 

견적 산출 
개발 기간 및 비용 

전달 받을 자료  정리  요청 

 

대회 요구사항 파악  
참가 대상(공개, 비공개) 

- 참가 대상 선별 조건 

참가 규모(최대 인원수) 

참가 기간 

운영 종목 

인증 방식(누적거리, 속도, 코스 인증) 

기타 요구사항 

 

 

대회 프로그램 개발 
전용 미션  

- 대회 소개, 참가하기, 내 미션 현황 조회, 랭킹 개발 

클럽 미션 

- 대회 관리자 DB 다운로드 기능 개발(클럽 관리자 페이지내) 

코스북 미션 

- 코스북 및 배지 (코스별배지, 완주/종주 배지) 등록 

- 대회 관리자 DB  제공(이메일 제공) 

 

2 

대회 개설 자료 접수 
전용 미션 

  - 참가 대상자 명단 (비공개 대회) 

  - 대회 소개용 이미지 자료 

  - 대회 소개 내용(소개, 선물) 

클럽 미션 

  - 요구하는 DB 형태 

코스북 미션 

  - 코스북 등록을 위한 자료(코스 정보) 

  - 요구하는 DB 형태 

대회 운영 
전용 미션 

- 전용 미션 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기록/랭킹 확인  

- 참가자 기록(엑셀) 제공 

클럽 미션  

 - 멤버랭킹을 통하여 종목별 경험치기반 랭킹 실시간 확인 

 - 참가자 기록(엑셀)을 활용한 별도 랭킹 운영 가능 

코스북 미션 

- 코스북내 도전/성공자  현황 실시간 확인 

- 참가자 기록(엑셀)으로 선물 대상자 선별 가능 

3 

4 

전용 미션은 주문형 개발로 최소 2주~최대 4주 소요 
클럽 미션은 관리자가 직접 클럽을 개설. 운영하므로 최소 3일~최대 1주 이내 가능 
코스북 미션은 코스북 등록 여부에  따라 최소 1주 이내~최장 2주 소요 

03 최소한의 단계로 빠른 진행이 가능한 대회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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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미션 타입별 서비스 프로세스 
 미션 배너로 부터 미션으로 접근, 기록 등록 후 랭킹 반영까지 미션에 특화된 대회 서비스 제공 
 미션 참가 후 다양한 운동기록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미션 종목별 기록과 랭킹에 실시간 반영 

미션 배너 
미션 배너를 통하여 해당 

미션에 바로 접근 

대회소개/참가신청 
미션 소개 페이지내에서 
참가하기 버튼 클릭 

참가승인 
참가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자동 참가 승인 
(참가조건은 미션 요구사항 협의시 정함) 

운동 >기록등록 
운동후 기록을 등록하면 
대회 참가자 기록에 반영 
부정기록 감지하여 기타기록으로 

자동 처리 

참가현황/종목별랭킹 
개인별 참가현황 및  

종목별 랭킹 실시간 제공 
(관리자가 AI로 검증된 부정기록을  
기타기록으로 처리하도록 기능 제공) 

1 

2 3 4 5 

전용 미션 

미션 배너 
미션 배너를 통하여 해당 

미션에 바로 접근 

대회소개/가입신청 
클럽소개 및 공지사항확인 

후 가입신청 
(관리자가 비공개, 공개 설정가능) 

참가승인 
관리자가 직접 신청자중 가

입 승인 
(관리자의 용이한 참가자 확인을 위하여 
참가자 명단 엑셀 다운로그 기능 제공) 

운동 > 기록등록 
운동후 기록을 등록하면 

클럽 멤버 랭킹에 자동반영 
부정기록 감지하여 기타기록으로 

자동 처리 

멤버랭킹 
경험치를 기반으로 한 6개
종목별 랭킹이 실시간 제공
(경험치는 난이도에 따라 기록에 점수를 
주는 트랭글의 점수, 거리별 랭킹은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1 

2 3 4 5 

미션 배너 
미션 배너를 통하여 해당 

미션에 바로 접근 

대회소개 
코스북 상단에서 대회 소개 

확인  

     도전(참가)하기 
코스북에서 따라가기or 

구매시 도전자에 자동반영 
(코스북 유료,무료 협의 결정) 

따라가기 > 기록등록 
80%이상 매칭하여  
따라가면 배지 발급 

(매칭율 부족지 이어서 따라가기 가능, 
부정기록은 매칭율에 반영 안됨)  

도전자/성공자랭킹 
 코스 완보시 마다 배지발
급, 모든 배지 획득시 성공

자 랭킹에 반영 

1 

2 3 4 5 

클럽 미션 

코스북 미션 



05 미션과 동시에 170만 대상  브랜딩 효과 
170만 트랭글 회원들에게 대회 기간 동안 브랜딩 가능한 트랭글 홈 메인 미션 배너 적용 
트랭글 홈페이지 배너 노출, 미션 리스트내 배너 노출 
SNS 기록 공유, 미션 공유 기능 제공 
 
 

14 

앱 전면 배너 미션 배너 홈페이지 메인 배너 기록  SNS 공유 미션  SNS 공유 

일 방문자 5~8만                           미션 전용 홈                                                          일 방문자 5000명                                                   Facebook, 인스타등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등 
미션으로 바로 이동                       미션으로 바로 이동                                                미션 홍보 페이지로 이동                                         기록, 주소, 배지 포함            미션으로 바로 진입 
로테이션  노출                              미션 개요                                                                                                                                                사진,  운동기록 선택             앱 설치로 이동 

다양한 방식을 통한 브랜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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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클럽을 통한  참가자/기록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제공 

클럽 관리자 기능을 통한 참가자 기록 엑셀 다운로드 제공 
전용미션, 코스북 미션 운영시 클럽 동시 운영하면 해당 기능 이용 가능 
  

회원명 닉네임 종목  총거리(m)   운동거리(m)   경험치(exp.)   소모칼로리(Kcal)   총시간(mm.ss)   운동시간(mm.ss)   최고속도(km/h)   평균속도(km/h)  고도차(m) 고도차 250m 이상 운동일자 운동기록 확인 URL 

홍길동 넥네임1 WALKING 5785.00 5785.00 149 251.70 73.14 69.24 12.60 4.90 38.00 FALSE 2021-05-25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724806/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7387.00 7387.00 189 320.40 92.39 91.42 6.50 4.80 171.00 FALSE 2021-05-26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754328/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093.00 5093.00 275 232.00 96.08 95.42 10.30 3.10 166.00 FALSE 2021-05-29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831109/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107.00 6107.00 159 274.10 70.55 70.29 68.20 5.20 39.00 FALSE 2021-05-31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916782/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701.00 5701.00 145 226.90 68.04 65.43 8.20 5.00 61.00 FALSE 2021-06-01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959844/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8765.00 8765.00 221 311.80 137.16 118.25 6.10 4.30 40.00 FALSE 2021-06-05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125414/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250.00 6250.00 235 311.10 107.50 106.52 5.00 3.50 83.00 FALSE 2021-06-06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16555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596.00 6596.00 172 279.30 70.47 70.23 10.10 5.50 32.00 FALSE 2021-06-07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242102/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122.00 5122.00 130 187.70 69.10 67.09 4.50 4.40 26.00 FALSE 2021-06-09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331668/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4671.00 4671.00 127 162.00 54.51 52.31 5.20 5.10 31.00 FALSE 2021-06-11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395807/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434.00 5434.00 142 196.60 80.17 77.04 5.50 4.30 22.00 FALSE 2021-06-12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435596/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1144.00 1144.00 29 39.30 20.43 20.26 8.30 5.10 8.00 FALSE 2021-06-12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437752/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7903.00 7903.00 208 319.90 118.14 100.52 14.20 4.50 39.00 FALSE 2021-06-13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47906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530.00 5530.00 142 226.00 69.41 67.19 4.80 4.80 29.00 FALSE 2021-06-1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543806/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548.00 6548.00 173 329.40 89.45 89.41 6.00 4.50 40.00 FALSE 2021-06-16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61838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456.00 6456.00 165 269.50 105.10 98.51 5.50 4.40 30.00 FALSE 2021-06-19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738314/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4265.00 4265.00 152 249.70 127.48 107.06 5.30 2.30 69.00 FALSE 2021-06-20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781182/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156.00 6156.00 162 296.60 77.08 77.08 9.60 4.80 95.00 FALSE 2021-06-21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83428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625.00 5625.00 157 244.20 77.36 71.56 10.90 4.60 152.00 FALSE 2021-06-22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876767/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4335.00 4335.00 115 168.00 58.44 52.49 6.40 4.70 81.00 FALSE 2021-06-2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952769/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3575.00 3575.00 90 144.60 49.20 47.51 4.60 4.60 37.00 FALSE 2021-06-25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993919/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668.00 5668.00 154 228.60 89.15 87.43 8.40 4.70 36.00 FALSE 2021-06-26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033429/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6070.00 6070.00 156 241.80 78.57 70.35 7.90 5.00 34.00 FALSE 2021-06-27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055880/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2682.00 2682.00 77 137.10 56.20 48.24 6.20 3.20 175.00 FALSE 2021-06-27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083655/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2765.00 2765.00 73 114.40 79.51 71.42 4.40 2.70 95.00 FALSE 2021-06-28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11352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141.00 5141.00 137 210.10 63.08 60.59 5.60 4.90 29.00 FALSE 2021-06-30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176624/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2967.00 2967.00 75 142.10 48.25 47.31 4.40 3.70 23.00 FALSE 2021-07-01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09817/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7458.00 7458.00 204 363.00 115.35 111.31 6.40 4.20 41.00 FALSE 2021-07-02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39282/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5688.00 5688.00 148 235.40 69.58 67.30 5.20 5.00 101.00 FALSE 2021-07-03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50763/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3197.00 3197.00 79 120.60 41.41 38.55 8.20 4.70 38.00 FALSE 2021-07-0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80426/0/?tp=pcno 

홍길동 네임1 WALKING 3669.00 3669.00 94 153.50 44.14 42.47 5.50 5.00 35.00 FALSE 2021-07-0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90571/0/?tp=pcno 

홍길순 다시 시작 WALKING 2141.00 2141.00 79 132.10 36.38 36.21 4.70 3.50 70.00 FALSE 2021-06-23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906267/0/?tp=pcno 

홍길순 다시 시작 WALKING 499.00 499.00 14 25.20 8.08 8.08 5.00 3.60 17.00 FALSE 2021-06-25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4993177/0/?tp=pcno 

홍길순 다시 시작 WALKING 541.00 541.00 14 21.90 7.22 7.22 7.90 4.80 31.00 FALSE 2021-06-27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044901/0/?tp=pcno 

홍길순 다시 시작 HIKING 7114.00 7114.00 374 586.20 103.39 102.59 11.80 4.00 181.00 FALSE 2021-07-0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76399/0/?tp=pcno 

홍길순 다시 시작 WALKING 363.00 363.00 9 15.30 3.45 3.45 7.60 6.10 77.00 FALSE 2021-07-04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5290789/0/?tp=pcno 

홍길자 닉네임 여기에 WALKING 501.00 501.00 14 20.00 6.04 5.59 6.40 5.10 5.00 FALSE 2021-05-12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331500/0/?tp=pcno 

홍길춘 닉네임 222 WALKING 1451.00 1451.00 40 99.90 33.25 33.25 6.90 3.00 25.00 FALSE 2021-05-08 https://m.tranggle.com/istory/view/20213280116/0/?tp=pcno 

참가자명단 ↓ 

참가자 기록 ↓ 

유료 
제공 

클릭시 
기록확인 

트랭글 홈페이지 

Low data 

트랭글 홈페이지에서 
클럽 관리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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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클럽을 통한 참가자 관리기능 제공 

대회 배너 

대회 
배너 

송파둘레길 비대면 걷기대회 
리더 송파구청  
지역 전국          회원수 0000명 

클럽 멤버 대상 단체 쪽지 발송 기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모임 게시판 기능 
클럽 회원 가입 승인 및 탈퇴 기능 그외 커뮤니티 관리 기능 제공 

클럽공지 멤버 랭킹 트랭글 클럽 클럽 리스트 

                                                         클럽은 다음이나 네이버           대회소개,                         게시글 고정기능                 관리자 : 글 삭제기능        월단위  종목별 랭킹       관리자 : 실시간                 관리자 : 가입승인/탈퇴                        
                                                         카페 개설하듯 직접 개설          공지, 모임,                       공지글 등록시                                                              경험치 기준 랭킹                          단체쪽지발송                    스텝설정/해제 
                                                                                                           자유게시판                      전체 알림(푸쉬) 
  

클럽 홈 자유게시판 쪽지발송 

클럽멤버 

클럽멤버 

트랭글 홈에서 클럽선택 또는 
송파둘레길 대회전용 코스북에서 
바로 클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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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회 통계 데이터 제공 

  대회종료 시 대회 운영 결과를 통계 데이터로 제공 
  대회 참가자 명단, 대회 참가자 기록(종목별)을 엑셀 LOW 데이터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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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소요 예산 비교 

구분 전용 미션 클럽 미션 코스북 미션 

용도 대회 전용 클럽 개설 후 클럽 가입  회원 대상 대회 운영 대회 코스북 개설 후 코스북 도전자를 대상으로 대회 운영 

유료 

대회배너 
대회소개  

참가 대상자 명단 서버 등록 
대회 참가자 확인 기능 
실시간 기록 등록 
실시간 참가자 랭킹 

참가자별 대회 참가현황 
댓글기능 
좋아요 
공유하기 

대회관리자 기능 
-참가자명단 다운로드 :  
클럽 개설 후 클럽이지에서 
-대회기록 다운로드 : 상동 

-부정기록 감지(AI)결과 처리기능 

무료 
(기본 기
능) 

미션소개 
공지사항 
모임게시판 
자유게시판 

회원가입 승인/탈퇴 
스탭설정/해제 
단체쪽지 발송 

멤버랭킹(월단위 경험치 기준 랭킹 등산/자전거/걷기/
뛰기/인라인/걸음수) 

대회소개 
대회 코스 지도보기 
대회 코스 따라가기 
대회 코스 이탈 알림 
코스 완보시 배지 발급 

전체 코스 완보시 완주/종주 배지 발급 
댓글 

클럽연동 또는 홈페이지 연동 지원 

유료 

클럽관리자 기능 (계약시 제공) 
-가입자명단 다운로드   

-가입대기자명단 다운로드  
-대회기록 다운로드 관리자 기능 제공   

- 미션 배너 연동(선택) 

- 코스북 등록 
- 코스별 배지 등록, 완주/종주 배지 등록 

- 배지 디자인 
- 도전자, 성공자 엑셀 DB 제공 

- 미션 배너 연동(선택) 

예산 

기간/참여인원/참가조건/ 
종목수/랭킹 조건 등에 따라 협의 

 
2000만원~ 

예산 
요청DB(기간/인원수/종목수) 따라 협의 

 
500만원~ 

요청DB(기간/참여인원), 인증할 코스 개수에 따라  협의 
 

800만원~ 

기간 2주~4주소요 1주 이하 1주~2주 소요 

미션은 주문형으로 개발되며 실시간 랭킹과 기록 제공 
클럽은 무료이며  참가자와 운동기록에 대한 low  데이터 제공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삼환하이펙스 A동 9층 
주식회사 비글  
안옥연 (annie_ahn@tranggle.com 010-629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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