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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글 개요 

(주)비글 

장치국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빅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공급 

  

2005년 5월 19일 

20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www.beaglepeople.com 

설립일 

직원수 

주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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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시설구축을 위한 스마트밴드 및 웹/앱 개발 사업 

수주(약 12억 규모) 

• ㈜비글, ㈜인바디, 케이웨더㈜ 3사 공동 ‘BIK콘소시엄’결성 및 포스트코르나 

시대를 위한 ‘K-웰니스 플랫폼 구축  협력 MOU 협약 체결 

•  SKT 등산로 통신감도 데이터 공급 사업 수주 

•  한국관광공사 코리아둘레길 스탬프투어 운영  사업 수주 

•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길 스탬프투어 운영 사업 수주 

•  부안군  스탬프투어 서비스 운영 사업 수주 

2019 •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스탬프투어 서비스 공급 사업 수주 

•  SKT 등산로 통신감도 데이터 공급 사업 수주 

•  한국관광공사 공모  2019년 관광벤처기업 선정  

•  양천구청과 ‘양천구 스탬프투어 앱’ 공급 사업 수주 

•  과학기술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 확정 

•  광진구와 아차산둘레길 모바일앱 사업협력 계약체결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맞춤형 등산트레킹 정보 안내 고도화 사업 수주   

•  케이티커머스㈜와 ‘무선 품질 데이터 확보 목적 등산로 내비게이션 트랭글 연동 사업 수주 

•  (사)한국스카우트연맹과 ‘WSJ 걷기프로젝트 홍보 용역’ 사업 수주 

2018 •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해파랑길 신바람 이벤트 운영 대행’ 사업 수주 

•  구로구청과 ‘트랭글앱을 활용한 구로 명품 올레길 안내’ 사업 수주 

•  AIA 생명과 비글 전략적 제휴 체결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맞춤형 등산.트레킹 정보 안내’ 사업 수주 

•  한국관광공사와 '아름다운 자전거길 대국민 이벤트 용역’ 사업 수주 

•  현대캐피털㈜와 ‘차량운행일지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주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과 ‘패밀리가 떴다!’ 모바일 광고 및 앱 공급 사업 수주 

•  부안군과 ‘잼버리 및 부안 관광 스탬트 투어 앱’ 공급 사업 수주 

•  케이티파워텔㈜와 ‘PTalk API 공급’ 사업 수주 

2017 

• 인천시청과 인천둘레길/종주길 모바일 앱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서울양천구청과 양천둘레길 모바일 서비스 및 양천구민 건강증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 

• AIA인터내셔널 리미티드사와 ‘AIA웰니스 프로그램’ 업무 제휴 계약 체결 

2 비글 연혁 

4 



2016 • KT WiNG 3.0 고도화용 트랭글 연동 사업 수주 

• 현대캐피털 차량운행일지 솔루션 개발 사업 수주 

• 군포시 안심귀가앱 개발 사업 수주 

• 블랙야크 더로드앱 개발 사업 수주 

• 삼성전자 기어핏2용 바이크, 둘레길, 등산앱 개발 사업 수주 

•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어fit2용 바이크앱, 둘레길앱, 등산내비앱 개발 사업 수주 

2015 • 삼성전자 기어S2용 스키앱 개발 사업 수주 

• SKT 기어S2용 트랭글 앱 개발,공급 사업 수주 

• LG 스마트와치 어베인LTE 싸이클링, 트래킹 서비스 운영 사업 수주 

• 블랙야크 스마트와치앱(야크온) 개발 및 공급 사업 수주 

2014 • 행정자치부 "자전거행복나눔"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 수주 

• LG전자 스마트와치용 트랭킹앱, 등산앱 개발, 공급 사업 수주  

2013~ 
  2005 

• 경남은행 울산 둘레길앱 개발 공급 사업 수주 

• 경남은행 경남 둘레길앱 개발 공급 사업 수주 

• LG U+ TranGGle GPS, Ployd Geopic LG U+ 공급 계약체결 

• 미국 Touchmedia사  Ployd BlackBox B2B 버전 공급 계약 체결 

• 일본 KCS사  Ployd BlackBox Japanese 버전 공급계약 체결 

• ㈜이다이렉트  Ployd BlackBox 이벤트 버전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Ployd BlackBox 르노 자동차 고객용 B2B 버전 공급 계약 체결 

• SK네트웍스  Ployd BlackBox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용 57개국 맵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용 지오태깅엔진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모바일폰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 

• 삼성전자㈜  3D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구주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 체결 

• 삼성전자㈜  미주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 체결 

• ㈜블루로드  해외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 체결 

• ㈜카포인트  내비게이션SW 공급계약 체결 

2 비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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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05 

• ㈜모비딕  내비게이션 사업 제휴 체결 

• 한국인포서비스㈜와 텔레매틱스 관련 사업 협정 체결 

• 미국 NAVTEQ와 개발 agreement 체결 

• 미국 NAVTEQ와 NDA 체결 

• ㈜비글 법인 설립 및 기술연구소 설립 인정 

2 비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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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 사업영역 

WELLNESS 

LBS와 GIS 기술 기반 사업 
 

실외측위, 실내측위기반 솔루션을 구축하여  
GIS 데이터 베이스와 융화된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적인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누적된 빅데이터와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머신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객의 미래지향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과 여행에 최적화된 서비스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이동 경로를 추천하거나 특정장소를 안내합니다. 

운동, 여행 등의 아웃도어 활동 매니징 서비스의 전
문 기업으로서 IoT와 결합한 인도어 활동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웰니스 기업으로의 도약 

아이콘 

다양한 기기와의 연동 

특정지역 혼잡도 분석 

고객 동선 분석 특정장소 이동/방문 추천 

실시간 분석과 현실적인 예측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문 유도 

공간 통계와 활동 통계 정보의 분석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복잡한 빅데이터의 쉽고 빠른 이해 



3 비즈니스 |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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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랭글 GPS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활동 관리를 도와주는 트랭글 플랫폼 



3 비즈니스 |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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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실시간 운동 기록 

실시간으로 현재의 운동상태를  
기록하면서 진행 중인 성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운동통계 분석 

트랭글 GPS : 모바일 앱 / PC웹 

게임템처럼 즐기는 배지함 

기간 별로 운동 내역을 분석하고 
종목별 운동통계를 제공하여 
쉽고 편리한 자기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는 매회 운동의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배지를 획득하기 때문
에, 마치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경
험과 함께 지속적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
다. 

모바일 앱과 PC웹 환경의 차이에 맞게 구
현된 트랭글 플랫폼의 최적화 서비스는 
디테일한 자기 관리에도 매우 만족도 높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탑에 최적화된 나만의 기록 관리 



3 비즈니스 | 서비스 소개 

올댓스탬프 

10 

개별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 상세 소개와 
그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3 비즈니스 |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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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는 여행 코스 

전국의 다양한 여행 코스의 방문 인증 
시스템이 구현되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즐거운 여행을 체험합니다. 

개인별 인증 통계 

올댓스탬프: 모바일 앱 / PC웹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전자 스탬프로 방문한 지점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기프티콘 내역, 추천 방문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코스별 명소, 역사, 문화, 특산물, 맛
집 등의 상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어 코스와 그에 따른 풍부한 
리워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증에 대한 혜택과 보상 



3 비즈니스 |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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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및 위치기반 무전기 서비스 : 트랭글톡 

무전기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하는 
트랭글톡의 자유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13 

3 비즈니스 | 빅데이터 사업 

트래킹 빅데이터 센터 

여행 빅데이터 웰니스 빅데이터 전국의 길 빅데이터 

아웃도어 액티비티, 트래킹 코스 등의 빅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의 활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Road 

Big Data 

Wellness 

Big Data 

Travel 

Big Data 

스마트 컨시어지 시스템은 
 여행자를 위한 여행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 맞춤형 활동 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행복한 이동을 위한 
예측과 추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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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 사업 비전 

비글의 사업 비전 

경영이념 사업 비전 

BEYOND ENOVATION ALONG  

THE GREATEST LEVEL OF EFFORT 

 

비글은 사용자 개개인의 생활환경과 액티비티에 특화된 빅데이터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플랫폼을 구현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어 액티비티와 웰니스 서비스 영역까지 기술 역량을 확대하여 
글로벌 생활케어,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향상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하는 비글
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정직과 성실 
고객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며 정직하고 성실하
게 일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서비스를 위해 열린 마음
으로 고객과 소통합니다. 

최 선 의   노 력 으 로   혁 신 을   넘 어 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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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기술 

비글의 주요기술 

위치  
트리거 기술 

측위기술 
(LDT) 

LBS 
플랫폼 기술 

LBS 응용 
서비스 기술 

이동객체
(DBMS)기술 

위치 
서버 

위치 
데이터 
서버 

위치 
응용서버 

위치 
응용서버 

정보 트래킹 

공공 데이터 
컨텐츠 
IoT 

BEAGLE 
BIG DATA 

GEO 
펜싱 

코스 
트래킹 



특허등록 제0612429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지도정보/부가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청 

2006.08.07 

특허등록 제0542881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한 
위치 기반의 멀티미디어 방송 
컨텐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청 

2006.01.05 

특허 등록 제1160571 

증강현실 기반의 광고시스템 
(Advertising method and system 

based on augmented reality) 

특허청 

2012.06.21 

특허 등록 제11-60571 

지피에스 데이터를 이용한 맞
춤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청 

2012.07.27 

특허 등록 제10-1462779 

스마트폰기반GPS트랙데이터 
제공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청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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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특허 및 수상 

대한민국모바일기술대상 

제10회 대한민국모바일기술 
대상 SKT사장상 

2010.11 

방송통신위원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제18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방송통신위원장상 

2012.05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제18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방송통신위원장상 

2011.0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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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사 & 파트너 



CONTACT US 

오시는 길 

대표전화 | 

주소 | 

판교역 

비글 

농협은행 

휴먼시아5단지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 1km 이내 

02-589-99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삼평동 678) 삼환하이펙

스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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