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7. 

(주)비글 

 

- 서비스 제공중 
한국관광공사 코리아둘레길 
경기관광공사 DMZ평화누리길 
부안군, 태백시, 양천구, 원주시 
문체부 테마관광 10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  
경기관광공사 DMZ평화누리 자전거길  
국가보훈처 독립.현충시설 100선(7월 20일~) 

 

국내 여행인증 플랫폼, 올댓스탬프 



㈜ 비글  
2005년도 설립 ICT 전문 기업 
• 코스닥 상장기업 팅크웨어 주식회사의 자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소재 

• 빅데이터, 인공지능 R&D 기술연구소 보유 

• 자체 보유 기술로 운동 인증 플랫폼, 여행 인증 플랫폼  개발. 운영 

 

운동, 여행 인증 플랫폼 
운동, 여행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트래킹하고 
인증하며 IoT와 결합한 인도어 인증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K-웰니스플랫폼 
㈜비글이 보유한 트랭글GPS 운동 빅데이터, 케이웨더㈜가 보유한 
기상정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빅데이터, ㈜인바디가 보유한 
개인 체성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 개선과 면역력 증진 관

련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 

아이콘 

빅데이터 , AI사업 
운동빅데이터, 여행 빅데이트를 수집하며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데이터 제공,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 배경 및 필요성 

연관 검색량으로 추산한 ’20년 5월 이후 연간 국내여행 잠재 수요 263만 

* 한국관광공사 2018 걷기 여행길 이용실태조사 中  
-1회 동행 2.4인 
-1인당 지출액 111,301원 
-검색량으로부터 실방문 전환률 1.4% 
  (코리아둘레길 적용기준) 

잠재 수요 

188,871 

160,483 

1월 2월 3월 4월 

101,385 

150,428 

2019년 1~4월 2020년 1~4월 

818,125 

377,272 

* 국내여행 잠재수요 예상 
 

  - 2019년도 해외여행 검색량 248만 
  - 2020년도 ¼분기 해외여행 검색량 37.7만 
     2019년 대비 54%↓감소로 134만 
 
  - 2019년도 국내여행 검색량 248만 
  - 2020년 ¼분기 국내 여행 검색량 81.8만 
  - 2020년도 국내여행 검색량 248만으로 
     2019년과 동일    
  - 2020년도 5월 이후 국내여행 잠재수요는 
     (248만-81.8만)+(134만-37.7만)   
 
   

실방문 전환률 1.4% 



관광 통계 

실증적 
데이터 확보 

연속성 창출 

또 가고 싶은 
국내여행 

관광산업 
활성화 

스탬프 
투어리즘 

지역경제 

지역 
수입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브랜드 

K-TOUR 

홍보, 안내, 인증, 리워드를 기반한  

‘혜택 받는 투어리즘의 완성’ 

Ⅱ. 추진 방향 올댓스탬프 여행인증 플랫폼 추진방향 



Ⅲ. 서비스 특징 스탬프투어간 이용자 이동 지원 

개별 스탬프를 ‘올댓스탬프’ 하나로 통합하여 시너지 증대 

다양한 지자체, 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스탬프들을 올댓스탬프로 통합하여 이용자간 상호 방문, 이용자 증대 효과 

기존 스탬프투어  올댓스탬프  

   A                     B                      C                      D  

   A  

   B 
   C 

    D 

개별앱 
(다수앱으로 분리) 

        단일앱으로 통합 

      이용자        이용자 

     장점 

     단점 스탬프투어앱 간 이용자 이동 불가 
집약적 마케팅 불가, 홍보 어려움 
앱 관리의 비효율성 (유지.보수 비용 상승) 

독자 상품명(브랜드, 서비스)사용 가능 

스탬프투어 서비스 이용자 간 이동 가능(시너지상승) 
통합앱으로 집약적 마케팅, 홍보 용이(이용자, 방문객 증대 용이) 
스폰서 연결을 통한 리워드 제공 가능 
앱 관리의 효율성 증가(관리비 저감) 

독자 상품명(브랜드, 서비스)사용 불가 

     장점 

     단점 



Ⅲ. 서비스 개요 관광지 체류기간 연장, 재방문 유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리워드 기반 “스탬프 미션 인증”  

2020년 5월 기준 리워드 총액 약185,400원 

 

관광지 방문, 트래킹, 구매  미션 수행 스탬프인증, 
포인트 획득 

선물혜택 
(기프티콘, 상품권, 인증서 등) 



Ⅲ. 서비스 특징 Fake없는 확실한 스탬프 미션 인증 

유사 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인증기술 적용 

GPS 방문인증, 걷기길 따라가기 인증, 전자스탬프 인증   

 

특정 위치  주변 접근시 스탬프 활성화 

(50m~2Km반경까지 설정가능) 

관광지, 역사 유적지, 무료 체험장 등 특

정 위치 방문 자동 인증  

 

특정 코스와 70~80%  일치하도록 따라 

걸으면 스탬프 활성화(매칭율 조정가능)  

둘레길 완주 인증, 관광코스 대로 따라

가기 자동 인증 

 

스마트폰 바탕에 전자 스탬프 날인으로 

스탬프 활성화(자동, 수동인증 가능)    

음식점, 숙박업소, 전통시장,  

유료 체험장 등 방문 인증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실외 인증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실외 인증 

관리자가 사용자 스마트폰에 
전자 스탬프를 직접 
날인해 주는 실내인증  



 

걷기, 자전거, 등산 등 아웃도어 운동앱 
으로 국내 최다 이용자 보유 
 

 

일방문자 3~4만 대상 지속 홍보 

 

트랙 조회, 게시판 기능 위주의 
커뮤니티 사이트 
 

 

월 6~7만 방문자 대상 지속 홍보 

 

트랭글앱을 통해서도 올댓 스탬프에서 
제공하는 스탬프를 배지로 제공 
 

 

올댓스탬프에서 제공하는 배지 획득시 
앱 설치 홍보 및 설치페이지로 링크 

Ⅲ. 서비스 특징 트랭글 커뮤니티에서 홍보되는 스탬프 미션 인증 

129만 트랭글 회원 가입자 기반 홍보  

129만 트랭글 커뮤니티 연동, 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확보 



Ⅲ. 서비스 특징 종이스탬프>모바일 스탬프 전환, 병행 지원 

종이스탬프 인증 기록을 모바일 인증 기록으로 전환 가능  

종이스탬프 인증과 모바일 인증 기록을 합한 인증 통계 데이터 확보 가능 

관리자가 전자 스탬프를  
아용자의 스마트폰에 직접 날인하여 

인증하는 전자적 인증 
  

 

스마트폰 없어도, 연령대가 높아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손상, 분실이 용이하여 지속사용 불가, 

정확한 통계 데이터 확보 불가 

 

관리자가 종이스탬프 기록을   

전자스탬프로 기록으로 이관 가능 

 

 

모바일 인증 기록에 추가로 종이 스탬프 

인증 기록까지 합하여 통계 데이터 확보 

이용자가 정해진 스탬프인증 장소에서 
스탬프에 인주를 찍어  
종이에 날인하여 인증 



Ⅳ. 사업범위 운영 및 지원 사항 

   - 인증 지점, 인증코스 협의 선정 (지자체 협의 必) 

   - 구간별 정보 투어 API정보입력 (지자체 협의 必) 

   - 스탬프 미션 서비스 구성(인증 방식 선택,  미션 보상 방식 선택)  

   - 올댓스탬프내 입점 개발 : (앱)GPS인증+(웹)컨텐츠+트랭글 인증시스템 연동 

   - 서비스 운영 : 인증상황 모니터링+OS업그레이드 대응+기프티콘 발송 대행(수수료 10%) 

 

   -  코스 또는 지점 별 상세정보가 한국관광공사 투어 API에 등록되거나 별도 소개페이지 있어야 함. 

   -  스탬프 획득에 따른 보상(인증서, 기념품, 기프티콘 등) 은 지자체, 기관에 맞게 선정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홈화면의 스탬프 목록에서 개별 스탬프 페이지로 진입 
              앱  홈 화면                   개별 스탬프 페이지                   스탬프 획득에 따른 선물페이지                   개별 스탬프 지도 및 전체 스탬프지도 



 스탬프와  그 주변 정보를 소개하는 ‘관광정보’ 페이지 

                    획득할(남은)스탬프 리스트, 거리(근접순) 

           

                          Tour API연동 주변 관광 정보 

           

개별앱 소개정보                     획득한 스탬프 리스트, 거리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개별앱에 속한 스탬프에 대하여 인기순,거리순 정렬 기능 제공 

완료된 것, 완료할 것 소팅 기능 제공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Tour API’를 연동한 스탬프 상세 정보 제공 
: Tour API를 활용하는 전국의 모든 서비스에 노출 

: 주변관광, 숙박, 음식점, 쇼핑, 축제&행사, 레저스포츠, 문화시설 등 위치기반  다양한 정보 제공 

                                                                            

     관광정보 (개요, 연락처, 주소)                  관광정보 (시설정보, 요금정보, 운영시간 등) 관광정보(관련 상세 소개)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코스 상세정보(두루누비 연동) 



 참가자 소개 및 지자체 홍보채널 링크  

스탬프/포인트 획득 랭킹            지자체, 기관 홍보 채널 링크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개별앱 관련 이용 특이사항 안내           수령할 선물 리스트 



스탬프 획득 안내 팝업, 선물 획득 안내 팝업  

스탬프 획득 안내 팝업              선물 수령 안내 팝업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걷기, 자전거 코스 따라가기 안내 팝업 
(주변 코스 자동 인지 및 자동 따라가기 수행)           SNS로 서비스 공유 팝업 



주변 코스 자동 인지 및 자동 따라가기 기능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스탬프 및 따라가기 코스 지도표시              따라가기 코스 노선 표시 따라가기 진행중(거리,시간, 매칭율 표시)               위치 스탬프 표시 



Ⅴ. 서비스 기능 구성 예시 화면 



Ⅵ. 리워드 제공안 구간별 보상 

 지속적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보상 상품 제공 

10포인트 400포인트 

600포인트 

2,000포인트 

START END 

2,500원 상당 편의점 기프티콘 

4,000원 상당 기프티콘 

10,000원 상당 기프티콘 

1,000원 상당 기프티콘 

트랭글 인증시스템의 리워드는 [11번가]의 기프티콘 사업부와 제휴로 제공되며 모바일 스탬프투어 서비스와 별도의 리워드 예산으로 운영 

800원 상당 기프티콘 

1코스 완료마다  

10포인트 적립 

누적 포인트 마다  

기프티콘 제공 

초기 구간 보상 

흥미유발  

진행 구간  보상 

동기부여 

2,500포인트 

20,000원 상당 기프티콘 

완성 구간 보상 

성취감 

40포인트 



Ⅷ. 통계 데이터 제공 정책적 판단 도구로서의 통계 

스탬프 통계정보 예시 



Ⅷ. 통계 데이터 제공 정책적 판단 도구로서의 통계 

스탬프 통계정보 예시 

2020. 04.01~04.30. 올댓스탬프를 통해서 수집한 이용자 위치 데이터  분포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이용자 위치 

제천 
이용자 위치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스탬프위치 

제천 
이용자 이동동선 



감사합니다. 

www.trangg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