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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알아보기
차트이지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없는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

저렴한 도입비용으로

별도의 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몰라도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클릭 몇 번만으로 시각화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맛대로
원하는 형태, 색상, 정보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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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주요특징
• EXCEL, CSV, REST API는 물론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R-DBMS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시각화

#01

다양한 데이터
실시간 연결

#02

손쉬운 시각화

#03

실시간 공유 및 조회

#04

유연한 레이아웃

#05

GS인증 1등급 획득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완료

#06

멀티 Depth
Drill-Down Chart

• 일반적인 1단계로 확장되는 Drill-Down이 아닌 지정한 만큼의 Data-Merge/ Drill-Down 기능을 제공

#07

다양한 차트 지원

#08

성과 보고서 출력

#09

웹/모바일 연동

• 차트블럭당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 새로고침
• 단 몇 초 만에 시각화 차트 블럭 생성
• 하드코딩된 차트가 아닌 색상, 크기, Value Label 등 차트 표현을 사용자 편의로 제공
• 시각화 차트와 차트집합 대시보드를 공유(사내배포)하여 팀원 누구든지 사용 가능
• 공유한 대시보드 수정 시 즉시 반영
• 시각화 차트블럭의 9단계 크기 조절 및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 지정 기능
• 동일 대시보드에 대한 사용자 지정 크기 및 위치 조절

• 각 Depth 별 Merge된 데이터 시각화 및 Excel Down 가능

• 30여개의 차트 지원
• 표준 HTML5 canvas 기반의 차트 라이브러리
•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 보고서 생성 및 출력 가능
•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터치하여 데이터 보기, 드릴다운 등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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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주요특징

Select data

Data Files

Create a chart

Extract

Dashboard

Web

Data URIs

Mobile
Visualize
R-DBMS

-5-

차트이지 주요 화면 - 1
차트이지의 주요 화면입니다. 데모를 신청하여 더 많은 화면과 기능을 체험해보세요.

데모신청 바로가기

Login

Dashboard

Drill-Down chart

처음 접속 시 볼 수 있는

차트이지의 메인화면인 대시보드입니다.

드릴다운 형태의 그룹핑 차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님이 설정한 데이터의

드릴다운 차트란 가로막대 그래프의

주요 지표를 한 눈에 분석 할 수 있습니다.

각 항 목을 클릭 시 상세 차트로 변환되는
마스터-서브 형태의 막대 그래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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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주요 화면 - 2
차트이지의 주요 화면입니다. 데모를 신청하여 더 많은 화면과 기능을 체험해보세요.

데모신청 바로가기

Chart creation

Report

Member management

차트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관리자인 사용자의 회원관리 화면 입니다.

각 탭별로 데이터, 차트형태, 차트 정보 등을

회원님이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 보고서를 생성하며 추

신규 회원 등록, 권한 변경, 사용유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바 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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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도입효과

시각화를 통한 가치 창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한 눈에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이벤트 발생 시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차트이지

도입효과

관리 효율성 향상

시각화 개발 비용 절감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켜 자원관리

별도의 개발 없이도 데이터를

등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시각화할 수 있어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관리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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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이지 적용분야
차트이지는 공공, 물류, 유통, 금융, IT부터 IoT와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분야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고객맞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제조

공공기관

금융·IT

물류·유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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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차트이지 적용 가이드
스마트 팩토리

인사·노무 관리

제작 현황, 누적 실적, 설비 가동 현황 등을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원 별 업무시간, 프로젝트별 투입 공수, 급여 추이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 데이터

마케팅·매출 현황 관리

일반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 판매량, 반품량, 광고 노출 수, 매출 실적 등을
파악하여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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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포스 기업 개요

트리포스는 직접 개발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회사명

(주)트리포스

기업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대표명

서형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위치관제 등 분야에

설립일

2003년 06월 10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B-1001(삼평동, 이노밸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 구조의 고도화’ 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트이지, 싱크이지, PHOS 미들웨어 등
GS인증 1등급 획득

기술보증기금 평가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 수여

강소기업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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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www.triphos.co.kr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b-1001 (삼평동, 이노밸리)

대표번호

02-3432-7723

팩스번호

0303-0333-8142

이메일

support@triphos.c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소개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