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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회사명 : ㈜비글

설립일 : 2005. 05. 19.
자본금: 6.5억 원
대표이사 : 장 치국

사업분야 : 인증 플랫폼 및 ICT 개발
임직원 수 : 21명

(2021년 4월 )

홈페이지 : https://www.TranG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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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0년

주요 연혁
금강유역 환경청 올댓스탬프투어 플랫폼 사용계약 수주
충북관광협회 올댓스탬프투어 플랫폼 사용계약 수주
2016년
대구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올댓플랫폼 사용계약 수주
안산·부천·화성·평택·시흥·김포·광명 올댓플랫폼 사용계약 수주
소방청 트랭글 플랫폼 사용 계약 수주
화성시 '쓰리Go' 트랭글 플랫폼 사용계약 수주
트랭글 운동 빅데이터 기반 『트랭글 AI 운동 분석 기술』 개발 201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와 산림, 보건 분야
관련 앱을 응용한 시스템 앱 개발 계약
• 원주시, 태백시, 부안군 스탬프투어 운영계약 수주
•
•
•
•
•
•
•
•

•
•
•
•
•
•
•
•
•
•

산림복지진흥원 스마트산림복지시설조성사업수주
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숲길연결망 구축사업 수주
‘K-웰니스 플랫폼’ 구축 MOU 체결
경기관광공사 DMZ 자전거길/ 생태정보 서비스 수주
국가보훈처 스탬프투어 운영사업 수주
원주시 스탬프투어 운영사업 수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100선 스탬프투어 운영사업수주
한국관광공사 코리아둘레길 스탬프투어 운영사업 수주
한국관광개발 연구원 테마10선 스탬프투어 운영사업 수주
산림청 ‘산림 빅 데이터 센터’ 개소

•
•
•
•

• 전국 등산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출시
• 군포시 안심 귀가 앱 개발 사업 수주
• 블랙야크 더 로드 앱 개발 사업 수주
• 트래밀용 TranGGle 출시
• 삼성전자 기어 S2 스키 앱
개발 사업 수주
• LG 스마트 와치 트래킹 서비스 운영 사업
수주

2014년

• 행자부 자전거 행복 나눔 운영 사업 수주
• 웨어러블용 TranGGle 출시

2012년

• 팅크웨어㈜ 투자 유치
• 울산 둘레길 앱 개발 사업 수주
• 경남 둘레길 앱 개발 사업 수주

2011년

• TranGGle 서비스 출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스탬프투어 공급 계약
SKT 등산로 통신감도 데이터 공급 계약
한국관광공사 공모 ‘2019년 관광벤처기업’ 선정
광진구 아차산 둘레길 모바일 앱 계약

2010년

• 음성안내 등산 내비게이션 출시

2018년

• AIA 바이탈리티-T건강걷기 서비스 파트너사 제휴
• 부안군 관광 스탬프 투어 앱 사업 수주

2009년

• BeaGlemap 1.0 GS 인증 획득

2017년

• ‘TranGGle’ 서비스 이용자 100만 명 돌파
• 보험사 최초 건강관리 헬스 케어 서비스 공급
• 인천 둘레길/종주길 모바일 앱 서비스 협약 체결

2005년

• ㈜비글 법인 설립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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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스탬프 소개
지역관광 활성화 솔루션 “올댓스탬프”
특정 구간이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 관광 프로그램

•

가이드 없이 믿고 떠나는 [도시 여행]

•

관광지 사진, 위치, 주변 정보, 내비게이션 연동

•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자유 여행]

•

관광지 방문에 따른 보상으로 재방문 유도

•

모바일 서비스로 비대면 [안전 여행]

•

SNS로 전하는 도시 홍보 디지털 전단지

•

리워드 제공으로 기분 좋은 [혜택 여행]

•

다양한 테마 별 컨텐츠 구성으로 타 지역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

4

04

올댓스탬프 효과

관광객 유입 증대

체류시간 및 횟수 증가

지역 내 소비 유도

다양한 테마 별 컨텐츠 제작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모바일 서비스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

스탬프 투어를 방식으로
흥미 유도
방문 리워드 제공

음식자원,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할인 쿠폰 발행 및
영수증 인증 이벤트 등
프로모션 기획

• 런칭 일자 : 2020. 4. 27.

국민관광상품권, 인증서,

주변 관광지(숙박, 음식, 쇼핑)

감사패, 기프티콘 등

정보 제공으로 관광지 연계

• 테마 카드 수 : 23 개

올댓스탬프 모든 테마카드

상품 소개 및 개발

• 관광지 수 : 940 개소

완주 시 1인 최대 550,000원

• 참여자 수 : 59,836명

상당의 리워드 혜택 제공

• 다운로드 수 : 24,150 (2021.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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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스탬프 UI/UX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컨셉, 화면구성, 접근성, 사용성
메인 페이지 – 테마카드 – 스탬프투어 시작 – 상세 페이지 – 네비게이션 - 선물함



컨텐츠 중심의 경험 : 뚜렷한 시각적 계층 구소, 기능적인 미니멀리즘


시간 절약형 UI : 테마카드 카레고리 구분 및 탭 구분


색상, 폰트 및 아이콘 간결화 : 가독성 증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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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스탬프 추가 예정 기능
비대면 오디오가이드, 통합포인트 몰

음성 안내 가이드

통합 포인트 Mall

관광지 정보

다양한 상품

다국어 기능

대량 발송 가능

비대면 가이드

전문 고객센터

무료 해설

저렴한 가격




콘텐트 검색 기능의 SNS 해시태그 기능

컨텐츠 평가 및 사용자 의견 제시를 위한 별점 및 리뷰 기능


사용자 편의 및 흥미를 위한 개인 프로필 고도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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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및 장점
유사 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점
투어는 곧 혜택 “올댓스탬프”





검증된 기술력

경험 노하우

사용자 혜택

스마트 폰 GPS를 이용한
위치 인증 서비스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웃도어 트레킹 App
“트랭글 GPS” 개발 및 서비스

획득한 포인트 / 스탬프 개수에
따른 다양한 선물 혜택

Fake GPS 차단 알고리즘
코스 따라가기 인증
전자 스탬프 직접 인증
각종 인증과 다수 기술 특허 보유




15년간의 경험, 업력
16 가지의 다양한 운동 종목

내비게이션 S/W 제작 경험 및 기술





1,300 종 이상의 기프티콘
300 종 이상의 상품권
인증서, 기념패 등

2021년 상반기 포인트 몰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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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

07

회원 수 150만 명의 국내 최대 아웃도어 액티비티앱 “트랭글” 연동
(유료로 운영되는 트랭글 메인 광고 배너 홍보 기회 제공)

올댓스탬프 광고노출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4.42 / 5



155만 명 회원 유저



검증 된 코스북



인공지능으로 기록 검증



국내 최대 코스 정보



무료 무전 통신 기능



대회, 미션 플랫폼



등산 내비게이션



회원간 커뮤니티 공간 제공



완주 배지 콜렉션



20여 가지의 다양한 운동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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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차별성
스마트 폰 GPS 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인증
시간, 경도, 위도, 위치 오차, 고도, 속도, 경로, 날짜, 진행방향

FAKE

유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증강현실(AR), QR코드 방식의 스탬프 투어와는 달리

여뷰징(조작) 및 복사 등이 불가
Fake GPS 작동 시 앱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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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활용 사례
올댓스탬프 도입 지자체.기관
한국관광공사(코리아둘레길 스탬프투어),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개발연구원(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100선 스탬프투어) 경기관광공사(평화누리길), 경기관광공사(평화누리 자전거길), 경기관광공사&경기도(DMZ
생태정보서비스), 부안군(잼버리 및 부안관광 스탬프투어), 태백시(태백시 스탬프 투어), 원주시(원주 구석구석 어디까지 가봤니),
국가보훈처(꼭 가봐야 할 현충시설 100), 한국가스공사(KOGAS와 즐기는 대구 스탬프 투어), 이응노 미술관(이응노 라이트 펀 러닝),
충북도청(충북 나드리), 양천구(양천 나들이), 구로구(구로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30선), 충북관광협회(대세 충청 스탬프투어), 대구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캠퍼스투어), 안산.부천.화성,평택.시흥.김포(경기서부7길스탬프투어

• 골목 투어

• 둘레길

• 비대면 전시회

• 관광지 홍보

스마트 폰 GPS를 이용한
실외인증
전자 스탬프를 이용한
방문 인증 및 실내 인증

특정 코스와 이동 동선이
70~80% 일치하도록
따라서 걸으면
모바일 스탬프 활성화
(매칭율 설정 가능)

특정 위치 주변 접근 시
모바일 스탬프 활성화
(최소 50m ~ 최대
2km까지 반경 설정 가능)
음성 가이드 추가 예정

SNS, 내비게이션 연동
주변 관광정보 제공 기능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트랭글 GPS”
App 연계 홍보 가능

골목 투어,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

둘레길, 수련길,
탐방로 등

유적지, 고궁, 미술관,
전시관 등

관광지, 축제, 쇼핑,
체험관광, 생태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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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활용 사례

09

한국관광공사 _ 코리아 둘레길 스탬프 투어

•

스탬프 투어 참여자 [17,845명]

•

스탬프 투어 인증 지점 [142곳]

•

스탬프 투어 완주 리워드 금액 [84,300 원]

•

인증 방식 [GPS 인증, 따라가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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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활용 사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활동으로
전세계 회원국 50,000여 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문화교류 국제 행사
[ 올댓스탬프 ] 를 이용하여

현장 가이드, 미션 진행 예정이며 다국어 지원 및 추가 기능 구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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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활용 사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_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스탬프 투어

•

영수증 인증, 사진 인증 등 신규 인증 방식 적용
영수증 인증 : 테마여행 10선 관광지 주변에서 숙박시설 결제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 > 스탬프 자동 발급
사진 인증 : 테마여행 10선 관광지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업로드 > 스탬프 자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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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assion & Creation

[IOS 다운로드]

[Android 다운로드]

영업팀 김찬우 과장
kcw@TranGGle.com / 02)589-9985 / 010-3327-2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