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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변 관광지 정보 및 스탬프 자동 인증 기능 제공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11월 12일부터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올댓스탬프’)
를 시범운영하여, 접경지역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평화누리길은 행정안전부 접경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인천
강화~강원 고성까지 조성하는 총 560km의 자전거길로, 강원도 평화누리
길은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인 DMZ 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20개 코스, 370.6km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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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시하는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는 자전거나 도보 여행객들이 평화
누리길을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주변 관
광지 정보 및 스탬프 자동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GPS 기반 코스 가이드, 이탈 알림 등 길 안내자 역할을 해 주며, 다양한 디
자인의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어 관광객의 안전과 흥미거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 평화누리길 스탬프투어는 스마트폰에서 ‘올댓스탬프’ 앱 설치 후 ‘강
원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코스 스탬프 실행’ 또는 ‘코스 자동으로 따라가기’를 누른 후, 80% 이상 자
전거나 걷기를 성공하면 각 코스별로 상징적인 스탬프를 발급받을 수 있
다.
또한, 이용자의 집에서 평화누리길 코스별 시작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찾아가기 내비 실행’)도 연동된다.
강원도는 평화누리길 전 구간이 2022년 5월경 조성완료 예정이나, 평화누
리길 홍보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앱서비스를 개시한다
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 간 고성에서 열린 ‘2021 Tour de DMZ’ 행사에서 3
일간 서비스 운영 후, 4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
를 토대로 이번 앱서비스 개시를 결정하였다.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중 또는 민통선 포함 구역으로 통행이 불가하다. 이
와 같이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앱 서비스를 통해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번 스탬프 앱 개시와 함
께 접경지역만의 특색을 느끼며 동서횡단 힐링 여행을 하면서 주변 관광지
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 전 구간 조성이 완료되면 완주 이벤
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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