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만명 이상의 아웃도어  매니아가 이용하는 국민 운동앱,  트랭글! 
트랭글로 운동을 게임처럼 즐겨보세요. 

㈜ 비 글 

TRANGGLE 

도전하라! 

BEAGLE CO., LTD. 



트랭글 서비스 소개 

TRANGGLE  
게임 같은 운동앱 

트랭글은 150만명 이상의 아웃도어 매니아가 이용하는 게임 방식의 운동앱입니다.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의 GPS를 이용하여 거리, 시간, 칼로리, 속도, 고도, 랩타임, 심박수 등 다양한 운동기록을 측정하고 

운동량에 따라 획득한 경험치(마일리지)로 계급과 랭킹을 상승시키고 일일, 매주, 월, 년 단위의 랭킹 상승/하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21~ 
     트랭글 본서비스 시작              구글피쳐앱 선정           웨어러블용 트랭글출시      트래드밀용 트랭글 출시       코스북 인증서비스 개시         인증 플랫폼기능확대         트래킹빅데이터센터구축 

TRANGGLE 

01. FOOTPRINTS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트랭글 서비스 소개 

TRANGGLE  
 국내 최초 배지 인증 

• 국내에서 최초로 2011년 9월부터 산봉우리 배지 발급 서비스 시작 
• 산봉우리 방문인증, 위치 방문인증, 길 따라가기 인증, 전자스탬프 인증 등 
•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서비스 
•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신소프트웨어 대상 등 정부 및 기관 수여상 수상 

TRANGGLE 

FOOTPRINTS 01. 

앱 다운로드 수 

280만+ 
가입 회원 수 

155만+ 
2021.2.17.현재 

국내최초 

배지인증 
2011.9월부터 

02.  WORTH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FEATURE 

건강한 
삶 

 

CERTIFY 

        위치 방문 인증                     코스 따라가기 인증                    전자 스탬프 인증 

GPS를 이용한 실외 인증                                                                                           전자스탬프를 이용한 실내인증 

트랭글은 GPS를 활용한 특정 위치 방문 인증, 지정한 코스를 따라서 이동 했는지를 
확인하는 ‘코스따라가기 인증’, 이동 거리에 따른 ‘이동 거리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목표에 대한 도전을 평가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인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스템을 활용한 트랭글 서비스로는 ‘기록배지’, ‘산봉우리 배지’, ‘둘레길 완주배지’, 
‘등산종주배지’, ‘자전거 종주 인증 배지’, ‘명산완등 배지’ 등이 있으며,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휴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GPS를 활용한 인증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외에서만 인증이 가능한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솔루션이 ’전자스탬프’ 솔루션입니다.  트랭글은 12CM의 전자 스탬프를 트
랭글 인증시스템에 도입하여 실내 인증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체험관 등 유료 시설을 이용하고 전자 스탬프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음식점, 관광지를 
이용하고 전자스탬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랭글 인증시스템과 연동된 도시(지자체 전용) 관광 스탬프 미션  앱을 지자체가  부담없이 
도입하여 지자체의 걷기길 소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포맷으로  개
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참조) 
   

트랭글 서비스 소개 

다양한 인증 방식 

TRANGGLE 

03.  CERTIFY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FEATURE 

트랭글 서비스 소개 

  운동을 게임처럼! 

트랭글로 운동 후 GPS로 생성된 운동 궤적(트랙, 코스)를 서버에 등록해 보세요.  운동량에 따라 보상으로 경험치와 배지가 발급됩니다. 
배지에는 운동기록 기록 배지, 산봉우리 배지, 자전거 인증배지, 종주 인증 배지 등 종류가 다양하며  
특정 그룹에 속한 배지를 모두 획득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종주 인증배지, 완등 인증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재미와 콜렉션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 동기 부여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운동기록▼             트래킹▼                           운동기록 측정▼           운동통계▼                             배지▼                 보상▼                               랭킹▼                   레벨▼ 

TRANGGLE 

04.  FEATURE 

트랭글 주요 기능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FEATURE 

트랭글 서비스 소개 

건강한 
삶 

 

DEVICE 

트랭글은 실내 운동 기구인 트래드밀(러닝머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래드 밀 전용 G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실재로 아웃도어에서 운동
한 등산 트랙, 걷기 트랙 등을 다운로드 받아  
트레드 밀에서 코스 따라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 전용 트래드 밀에서는 등산로의 경사도 및 
이용자의 실재 산행 속도에 따라 트레드 밀의 경사도와 
속도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등산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애플워치, 갤럭시워치에도 트랭글이 적용됩니다.  
 
 
 
 
 

TRANGGLE 

TREADMILL 

트랭글 지원 디바이스 

SMARTPHONE                                                           WEARABLE 

트랭글은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를 가진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앱과 웹이 연동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된 GPS, 가속센서, 기압센서,    자이로스
코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운동정보를 기록하고 세계15,000여 
곳의 스페셜한 장소에 대한 익스트림 도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트랭글은 스마트워치 용 APP이 많습니다.   
트랭글 스키,  등산, 둘레길, 바이크,, 트레킹, 런닝 등 세분화 된 
기능과 명료한 인터페이스로 트랭글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체험
해 보세요. 
 
 
 
 
 
 

05.  DEVICE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URER STATISTICS 

TRANGGLE 

건강한 
삶 

 

USER 
트랭글 사용자 통계 

트랭글은 등산, 걷기, 자전거, 뛰기(조깅), 인라인 등 대중적인 운동에 대하여 
기록을 측정하고 랭킹 정보를 제공합니다. 
뛰기는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20~30대가 주로 선호하는 운동이며, 
걷기는 전 연령대가 선호하는 운동입니다.  등산, 자전거는 레저와 기록 경쟁을 즐기는 
 40~50대가 선호하는 운동입니다. 
트랭글은 폭넓은 사용자 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등산, 자전거를 선호하는 
40~50대 남성이 주 이용자 층이며, 최근 걷기를 선호하는 40~50대의 여성 사용자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사용자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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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20%             30%            40%     

트랭글 서비스 소개 

06.  USER STATISTICS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CONTENTS STATISTICS 

TRANGGLE 
트랭글 서비스 소개 

 

CONTENTS 
사용자 제작 운동 트랙 

 

 트랭글 서버에는 전국  트랭글 유저들이 운동 후 등록한 운동 코스(운동 트랙)들이 

매일 약3만 여건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걷기길, 자전거길, 등산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유저들을 위하여 공유되고 있습니다. 

 

          매일 서버에 업로드 되는 약 3만여 건의  운동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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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자전거      걷기         뛰기     인라인      기타 

( 2021. 4. 13. 기준) 

2021. 12.17 종목별 트랙업로드 통계 

07.  DATA STATISTICS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CONTENTS BUSINESS 

TRANGGLE 
트랭글 서비스 소개 

트래킹 빅데이터 공급, 데이터 통계 및 분석 

 

CONTENTS BUSINESS   
트랭글 유저들이 만드는  모든 트랙에는 거리, 시간, 위치, 통신감도, 고도,  날씨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글은 사용자 트랙을 활용한 등산로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이어 등산로, 자전거,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숲길연결망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전국 등산로에 대한 통신감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자전거길 신규 구축, 자전거길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한  자전거 통행량 데이터,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한 등산로 통행량 데이터 등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08. BUSINESS 

    등산로 통신 감도데이터         자전거 통행량, 밀집도 데이터          등산로 통행량데이터             숲길연결망 데이터                 IA가 추천하는 개인맞춤 운동코스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TRANGGLE PLATFORM 08. BUSINESS 

COURSE BOOK 

우리 도시의 ‘걷기길, 자전거길’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여행자들이 우리 지역 숲길, 자전거길에 방문하도록 
우리 길 전용  ‘코스북’을 무료로 등록하고 홍보해 드립니다. 

길 인증 서비스 ‘트랭글 코스북’ 

걷기, 
자전거 

코스제작 

150만 명 
배포 

사용자 
공유/홍보 

트랭글 서비스 소개 

‘트랭글’이 무엇인가요? 

• 아웃도어 액티비티, 테마여행, 걷기, 자전거, 등산 등 3,200만 개의 코스정보를 제공하고 

    GPS를 이용한  “코스 따라 가기” 결과를 자동으로 인증하는 세계 최초의 “인증 플랫폼” 입니다. 
 

‘테마 코스북’은 진짜 책인가요? 

• 코스 사진, 위치, 소개, 길안내, 내비 연동까지 가능한  web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입니다. 

 

‘테마 코스북’이 우리도시의 관광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 150만 명의 트랭글 회원에게 지역 걷기길과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홍보 해 드립니다.  

• 사용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코스북은 색다른 감각과 시선이 더해진  ‘디지털 전단지’가 됩니다. 

• 코스북이 SNS로 공유 되니까,  지역의 걷기코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 정부 기관, 다양한 지자체에서 코스북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TRANGGLE 



about TRANGGLE  서비스 소개 TRANGGLE PLATFORM 08. BUSINESS 

MISSION &EVENT  

소방청, 인천관광공사, 국가보훈처, 삼성전자, SK인천석유화학, 
아이더, 영원아웃도어, 인천일보, AIA 바이탈리티 등 다양한 기관.기업이 

트랭글 운동인증 기반의 미션과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반 다양한 미션,이벤트 

 
150만 

회원기반 
미션홍보 

善한 
미션수행 

과정 

트랭글 서비스 소개 

‘트랭글 미션’이 무엇인가요? 

• 1일 1만보씩 3개월간 걷기,  멀리 달리기, 빠르게 달리기, 가장 많은 산봉우리 오르기 등 

재미있는 주제로 미션을 제시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참가자들에서  선물, 할인쿠폰, 경품 등을  

제공하는 미션 수행 이벤트 입니다. 
 

‘트랭글 미션’은  얼마인가요? 

• 미션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에 의하여 견적을 산출합니다. 

 

‘트랭글 미션’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트랭글 미션은 최소 3개월 이상을 권합니다.    장기간 선한 미션을 제시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선호 고객을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TRANGGLE 

친 브랜드 
고객 형성 

 리얼피크챌린지 시즌2 
               최초실시! 배지 경험치 합산 이벤트 



COMPANY HISTORY 

㈜비글은 2005년 5월 해외향 내비게이션 S/W 
전문 개발 IT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0년 내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한 구글 지도가 무료로  
전세계에 서비스 되면서 탈 내비 환경으로의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었습니다. 
2011년 스마트폰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자체 서비스가 ‘답’이라는 생각으로 
 ‘트랭글’ 앱으로 독자적인 아웃도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비글은 국내 최대의 아웃도어 회원을 보유한 

‘트랭글’과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금까지 

없던 아웃도어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VERSEAS FIELD TEST 

PND& PHONE 

MOUNTAIN NAVIGATION 

about BEAGLE  회사소개 

‘2011 TRANGGLE SERVICE START 

㈜비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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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EAGLE  회사소개 

 

GPS 
DIGITAL  

MAP 

㈜비글은 스마트폰의 GPS 처리기술, 
전자지도 처리기술, 나침반, 자이로 센서 등,  

 IT기기에서 제공하는 첨단 기술들에 대한 
응용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DB 가공 및 구축 기술, 
 음성안내기술, 운동 형태 별 칼로리 소모량 산출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FEATURE 

 

TRANGGLE 
  

국민운동앱  ‘트랭글’은  
등산, 자전거, 걷기, 뛰기 등 
아웃도어 운동 기록을 저장, 분석,  
공유하고, 공유된 GPS 트랙 정보를 분석하여 
경험치(마일리지)를 제공하며, 경험치누적에 따라 
계급과 랭킹이 상승하는 게임과 경쟁요소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부정 운동기록 을  감지하는 트랭글 
 
공정한 게임을 위하여 30만건 이상 회원들의 기록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등록된 기록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록인지,  
전동장치 등을 이용한  부정기록인 감지하여  
대회기록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국내 유일의  서비스 

비글의 기술과 트랭글의 특징 

게임 기법이 적용된 ‘트랭글’  

CAR NAVI 기술을 등산 NAVI에 적용 

TRAN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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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 소개 

세계수준의 GPS 및 전자지도 활용기술 



about BEAGLE  회사소개 BEAGLE의 역사 MEMBERS 

 

IT SPECIALISTS 

㈜비글의 구성원들은  
최소 5년에서 15년이상 이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ICT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아웃도어 서비스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트랭글의 전신은 “Sherpa(셀파)” 였습니다. 
Sherpa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최초로 등산로를 탐색하고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이 음성으로 길안내를 하는 등산 내비게이션 앱 이었습니다. 
㈜비글의 멤버들은 등산내비게이션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운동기록 측정 및 분석기능, 커뮤니티 기능, 게임기법 등을 적용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금의 ‘트랭글’로 성장시켜왔습니다.  

트랭글은 1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운동앱이며  국내 최대의 아웃도어 포털 서비스입니다. 

TRAN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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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EAGLE  회사소개 BEAGLE의 역사 GOAL 

TRANGGLE 

 

HEALTH 

HAPPINESS 

건강한 
삶 

OUTDOOR 
SPORTS 

WELLBEING LIFE 

우리는 트랭글로 게임처럼 운동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회원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트랭글을 꾸준히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은 
중독된 것처럼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트랭글 때문에  몸무게가 줄고,  
질병이 호전되는 등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회 트랭글 서울 울트라랠리 등산 트레킹 대회 참가자 인증샷 

삶의 질이 윤택해 짐으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트랭글루  즐겁게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PANY HISTORY TRANGGLE PLATFORM 12.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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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EAGLE  회사소개 BEAGLE의 역사 PRIDE 

  PARTNERS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동두천시, 군포시, 양천구, 구로구, 부안군,  광진구, 산림청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KT커머스, 현대캐피털, KT파워텔, 아이더, 산림복지진흥원 
영원무역, 블랙야크, 뉴발란스, BNK경남은행, 마운틴TV, AIA바이탈리티, 한화손해보험 
태백365세이프타운, 한국스카우트연맹, 국립공원공단, (사)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한국트레킹연맹, (사)산림보호통신원협회,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영남대학교, 부산백병원 , 대구경찰청  

GIS, GPS, 전자지도를 활용한  위치기반 솔루션 공급 또는 사업제휴  

비글&케이웨더&인바디 
BIK 컨소시엄 결성 및 
K-웰니스 플랫폼 공동구축  
MOU 체결  
2020. 05. 21.  
헤럴드경제 

대구경찰청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
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지
원 협약 체결 
2020.10.29 
경북매일 

트래킹빅데이터 센터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
업’에 한국임업진흥원 컨소시엄으로 참
여하여 국내 최초로 트래킹 빅데이터 센
터를 구축 
2019.11.15   
조선비즈 
   
 

인천일보  
버츄얼레이스  양해계약 체결 
인천일보 대회 지원 및 
상호 홍보   
2020. 10. 13  
인천일보 

한화손해보험 
트랭글 플랫폼 기반  
디지털 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등산스포츠플랜  상품 출시 
(’19년 5월 9일) 
  

TRAN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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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GLE 

       02-589-9971      jacky@tranggle.com    37.402231, 127.110495                
                                   annie@trang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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