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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통계시스템확인방법

1. 홈페이지를통한확인
홈페이지 주소 http://www.counting.co.kr

1. 접속계정 : 등록된 계정 입력
2. 비밀번호 :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2. 윈도운용프로그램을통한방법
http://www.counting.co.kr 접속후 윈도우용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

1. 접속계정 : 등록된 계정 입력
2. 비밀번호 :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3. 피플카운팅모바일앱을통합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chds.count) : 

Google Play 검색어 "관광객 통계인프라“를 검색하여 앱 설치
1. 접속계정 : 등록된 계정 입력
2. 비밀번호 :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http://www.counting.co.kr/
http://www.counting.co.kr/
http://www.counting.co.kr/
https://mail.sejonggroup.kr/owa/redir.aspx?C=Ff04q12begRG_w_xAfOQeR9O72_kD3LsbYc8Ue939UBUNDlFFTfVCA..&URL=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3dkr.co.chds.count


WEB 통계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



1. WEB 모니터링접속

접속주소 http://www.counting.co.kr
접속계정 : 등록된 계정 입력
비밀번호 :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2.메인화면 - 실시간현황

실시간피플카운팅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화면구성의설명은아래와같습니다.

클릭을하면
영상화면으로접속

기준일자변경

실시간/상세보기
선택

실시간현황
정렬/선택조회

메뉴선택

설명서다운로드
윈도우프로그램다운로드

조회내용엑셀저장



3.메인화면 - 상세보기

지점(카메라)
선택

조회내용엑셀저장

최근 1주일간의통계정보를전체혹은지점(카메라) 단위로조회할수있습니다.



4.일별통계

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기준일자를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기준일자를기준으로최근 1주일간의정보를지점(카메라)별로결과를보여줍니다.

조회조건

조회내용엑셀저장

조회기준선택



5.주별통계

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기준일자를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기준일자를포함한주간을기준으로최근 6주간의정보를지점(카메라)별로결과를보여줍니다.

조회조건

조회내용엑셀저장

조회기준선택



6.월별통계

월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기준월을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기준월을기준으로최근 6개월간의정보를지점(카메라)별로결과를보여줍니다.

조회조건

조회내용엑셀저장

조회기준선택



7.요일별통계

요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검색기간을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검색기간내요일(월/화/수/목/금/토/일)별정보를지점(카메라)별로결과를보여줍니다.

조회조건

조회내용엑셀저장

조회기준선택



8.시간대별통계

시간대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기준일자를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지점(카메라)정보도전체혹은개별로선택할수있습니다.
기준일자의 24시간을 1시간단위로통계값과비율정보를보여줍니다.

조회조건

조회내용엑셀저장

조회기준선택



9.실시간영상모니터링

실시간으로카메라에접속하여영상을모니터할수있습니다.
3D 카메라적용시에만이용가능한기능입니다.

클릭을하면
영상화면으로접속

클릭을하면
영상화면으로접속



Mobile App 통계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



1. 구글마켓검색

“피플카운터” 모바일앱은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폰에서만지원되며, 아이폰기반을추후제공예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웹브라우저를통한 WEB페이지로의접속은안드로이드, 아이폰, 리눅스, 윈도우등환경구분과제약없이
접속과이용이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서 “Play스토어“를실행하여 “관광객통계인프라”로검색하면해당앱을설치할수있습니다.



2. 앱실행

피플카운트앱이설치된스마트폰이나태블릿에서 “피플카운터＂앱을선택하여실행합니다.
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과비밀번호를입력하여로그인합니다.
사용자계정과비밀번호는웹페이지혹은윈도우용프로그램에서사용하는계정과비밀번호정보와동일합니다.



3. 앱메인화면

통계내역정렬방식, 정렬순서에따라현황조회기준

모든국소일일현황

각국소별입장/퇴장객및자료인원

모바일앱의메인화면구성입니다.
조회결과에대한정렬방법, 조회일자등의정보를선택지정할수있습니다.
메인현황판정보로써모든지점(카메라)의입장/퇴장/합계정보가표시됩니다.



4. 메뉴구성 , 앱추천, 고객센터

일간 / 주간 / 월간 / 요일 / 시간별다양한통계현황조회

앱이용시불편사항상담센터및
앱을친구에게추천보내기 (동료직원에게설치정보전달)

모바일앱의화면구성입니다.
메뉴목록을통하여조회기준을선택할수있으며, 장애혹은앱관련상담을할수있는연락처정보가있습니다.
업무관련자에게앱을다로운드받거나설치할수있도록마켓주소를문자로전송할수있습니다.



5. 날짜변경

각현황정보화면에서날짜를선택하여원하는
시점(기간)으로설정가능.



6.일간통계

입장객, 퇴장객기준으로
전체그리고, 각국소단위최근 7일간현황

일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입퇴장기준과조회일자을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가표시됩니다.



7.주간통계

입장객, 퇴장객기준으로
전체그리고, 각국소단위최근 7주간현황

주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입퇴장기준과조회일자을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가표시됩니다.



8.월간통계

입장객, 퇴장객기준으로
전체그리고, 각국소단위최근 6개월간현황

월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입퇴장기준과조회일자을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가표시됩니다.



9.요일별통계

입장객, 퇴장객기준으로
전체그리고, 각요일별집계현황

요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입퇴장기준과조회기간을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요일(일/월/화/수/목/금/토)단위로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가표시됩니다.



10. 시간별통계

입장객, 퇴장객기준으로
지정국소의 1일간시간대별집계현황

시간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일자와지점(카메라)과입퇴장을선택하여 1일을 24시간으로구분하여지점별통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가표시됩니다.



Windows용통계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윈도우버전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1. Windows 프로그램설치

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페이지입니다.
기준일자를선택하고 “입장/퇴장/전체”를선택할수있으며, 
기준일자를포함한주간을기준으로최근 6주간의정보를지점(카메라)별로결과를보여줍니다.



2. Windows 프로그램로그인

윈도우용프로그램을 PC에설치후로그인을합니다.
프로그램상단메뉴에서 “통계보기＂버튼을클릭하여다양한기록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사용계정/비밀번호
입력후로그인

로그인후통계보기
메뉴를선택



3. Windows 프로그램화면구성

윈도우용프로그램을 PC에설치후로그인을합니다.
프로그램상단메뉴에서 “통계보기＂버튼을클릭하여다양한기록정보를조회할수있습니다.

조회일자기간을선택

조회지점선택

선택한일자기간, 
지점의합계그래프

정보

- 합계그래프출력
- 그래프의내역엑셀저장

선택한일자기간, 
지점의상세
통계정보

상세통계자료내역
엑셀저장

상세통계자료의출력형태선택
(일별, 주별,요일별, 시간별등)



4. Windows 프로그램일별상세통계

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선택하고지점(카메라)를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값을표현해주면, 하단의데이터표를통하여조회기간의일일단위지점별통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조회한내용은출력및엑셀저장버튼을이용하여그래프출력, 엑셀파일저장이가능합니다.



5. Windows 프로그램월별상세통계

월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선택하고지점(카메라)를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지점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값을표현해주면, 하단의데이터표를통하여조회기간의월단위지점별통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조회한내용은출력및엑셀저장버튼을이용하여그래프출력, 엑셀파일저장이가능합니다.



6. Windows 프로그램요일별상세통계

요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선택하고지점(카메라)를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요일(일/월/화/수/목/금/토)단위로지점별
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값을표현해주면, 하단의데이터표를통하여조회기간의요일별지점별통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조회한내용은출력및엑셀저장버튼을이용하여그래프출력, 엑셀파일저장이가능합니다.



7. Windows 프로그램시간별상세통계

시간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선택하고지점(카메라)를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시간대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값을표현해주면, 하단의데이터표를통하여조회기간의 1일을 24시간으로구분하여지점별통계를확인할
수있습니다.

조회한내용은출력및엑셀저장버튼을이용하여그래프출력, 엑셀파일저장이가능합니다.



8. Windows 프로그램주별상세통계

주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입니다.
조회기간을선택하고지점(카메라)를선택할수있으며,  조회기간의주간별입장/퇴장/합계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프는총합계값을표현해주면, 하단의데이터표를통하여조회기간의주간단위지점별통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조회한내용은출력및엑셀저장버튼을이용하여그래프출력, 엑셀파일저장이가능합니다.



고객상담및기술문의

070-7155-5555

chds@chd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