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험한 세상, 조심조심 살아도 무서우니까

캡스홈과 함께 삽니다
도어락이 집을 잘 지키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없다면 이제 다른 솔루션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4시간 침입감지 및 출동서비스의 캡스홈과 함께 사세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든든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24시간 철통보안은 물론, 홈 케어 서비스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집에 있을 때에도, 외출할 때에도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홈 보안 서비스 입니다.
이제 캡스홈이 고객님의 집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캡스홈이란?

  왜 캡스홈이 좋을까요?

  24시간 자동 경비 서비스로 든든하게! 맞춤 경비 서비스로 편리하게! 
침입감지 및 신속 출동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시간 / 요일별 경비 설정 가능

가족의 안전, 언제 어디서나 안심! 

가족의 출입내역 확인 및 내 위치 공유 서비스 제공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을 위한 홈 케어 서비스!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해충감지, 뷰가드 미니 (홈 CCTV) 등 편의기능 제공

사전 범죄 예방 및 사후 보상서비스로 더욱 안심! 

ADT캡스 팔각스티커로 침입 예방 효과, 도난 (500만원) / 파손 (250만원) / 화재 (1천만원) 까지 보상

간편한 가입과 설치, 무상 원스톱 A/S 서비스 

무선설치로 이사 시에도 걱정 없고, 전국 98개소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속한 A/S 관리



고객들은 왜

ADT캡스를 선택할까요?

140여년 역사의 글로벌 No.1 브랜드 ADT캡스가
       이제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 캡스홈을 만나보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캡스홈 주요 서비스

혼자살아 늘 불안한
2, 30대 여성

자녀와 부모님이
걱정되는 4, 50대 가장

애인을 든든하게
지키고 싶은 2, 30대 남성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워킹맘

• 침입감지 및 출동서비스
•   SOS비상벨 서비스
•   도어뷰어 서비스

• 가족 동선 관리 서비스
• 내 위치 공유 서비스

• 편리한 자동경비 서비스
•   시간별 / 요일별 맞춤경비 서비스

• 화재감지 서비스
• 해충감지 서비스
• 뷰가드 미니 (홈 CCTV)

24시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가족 위치 공유 서비스로
안심할 수 있는

알아서 작동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스마트한 홈 케어 서비스로
밖에서도 걱정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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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알아서 작동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편리한 자동 경비 서비스

자동으로 인식하는 경비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조작 없이 24시간 자동 경비 가능

시간별 / 요일별 맞춤 경비 서비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 경비시간 설정이 가능

외출할 땐 퇴실 열선 감지기와 현관문 개폐감지기가 
자동 인식! 귀가 시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경보음을 해제하세요.

TIP 캡스홈 APP을 통해 간편하게 시간 / 요일별
경비시간을 생활패턴에 따라 맞춤 설정하세요.

TIP

도어뷰어 서비스 (배회자 및 현관문 충격 감지 / 알림) *캡스홈 보디가드 only

낯선 사람이 집 앞을 배회하거나 현관문에 여러 차례 강한 충격이 가해질 시, 음성으로 경고 멘트 발송 및 사진 촬영

집 안에서 또는 외부에서 현관 밖의 상황이 궁금할 때, 직접 촬영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캡스홈 APP을 통해 감지 시간 설정 및 상황에 따른 경고 멘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TIP

침입 감지 및 출동 서비스

현관 / 창문을 통한 침입 감지 시,  ADT캡스 상황실로
감지 신호 전송 및 최단거리 출동대원 현장 신속 출동

SOS 비상벨 서비스

위급 상황 시, SOS 비상벨 및 허브컨트롤러의
비상버튼을 통해 긴급 출동 요청 가능

별도의 고객 요청 시에도 출동 가능합니다.
(단, 회당 출동 비용 발생)  

TIP 위급한 상황엔 비상벨, 허브 컨트롤러의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세요. 

TIP

여기는 ADT 경비구역이며,

당신의 사진은

촬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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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홈 케어 서비스로 

밖에서도 걱정 없는

우리가족 위치 공유 서비스로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가족 동선 관리 서비스

현관문 열림 / 닫힘 시, 알림 메시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외출 및 귀가 상태 실시간 확인

내 위치 공유 서비스

캡스홈 APP을 통해 현재 나의 위치를 가족 구성원에게 
전송 

가족 구성원들의 출입 내역은 캡스홈 APP을 통해
일자별 조회가 가능 합니다.  

TIP 위급 상황 시, 주변의 경찰서, 병원, 약국 등의 실시간 
위치 정보도 확인 가능 합니다.

TIP

해충 분석 레포트 조회 뿐만 아니라 해충 박멸
정보까지 확인 가능 합니다. 

TIP

뷰가드 미니 (홈 CCTV)

언제 어디서나 집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야간에도 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한 뷰가드 미니를 
통해 집 안과 외부에서 양방향 통화는 물론, 마이크로 
SD 카드 저장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도 가능합니다. 

TIP

화재 감지 서비스

화재 발생 시, ADT캡스 상황실로 신호 전송 및 
신속 출동하여 긴밀한 대응

해충 감지 서비스

해충이 감지된 구역 및 빈도를 캡스홈 APP에서
주 / 월간 단위의 레포트로 제공

화재 감지 시, 캡스홈 APP을 통해 고객에게도 
화재 감지 알림이 전송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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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

❷ SOS비상벨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요청

❸ 개폐감지기
현관 / 창문의
열림 / 닫힘 상태 감지

❺ 화재감지기
화재 감지 신호를 고객 
APP 및 ADT캡스 관제
센터로 전송

❹ 퇴실열선감지기
외출 시 퇴실 여부 감지

❼ 캡스홈 전용 App
실시간 조회, 알림수신,
내위치 공유, 출동 요청

❶ 허브컨트롤러
감지기의 신호를
ADT캡스 관제센터로 전송

[ 캡스홈 기본형 ]

❻ 경보음 해제 버튼
경비중 현관/창문
경비상태를 일시 해제

❷

❸

❸
❹

❺

❻

❿

⓫

❽

❾
❶

❼

No.1 Security Expert ADT캡스

❽ 도어뷰어
현관 앞 배회자 감지 및 알림



※ 모든 동작제어와 내역조회는 전용 APP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성

❿ 해충감지기 
해충 감지구역 및 빈도를 
고객 APP에서 주/월간
단위 리포트로 제공

⓫ 뷰가드미니 
캡스홈 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집 내부 상황
실시간 확인

[ 부가서비스 ]

구분 캡스홈 기본형 캡스홈 보디가드 캡스홈 프리미엄

제공
서비스

・  침입 / 화재 감지 및 
출동 서비스 

・  가족동선 및 위치 
공유 서비스

캡스홈 기본형 + 
도어뷰어 서비스

캡스 홈 기본형 + 
뷰가드(CCTV) 서비스

가입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 중간층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 중간층 단독주택 / 아파트 저층부

월 이용료
(부가세 
포함)

29,500원 34,500원 69,000원 부터

❾ 뷰가드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저층부 외곽 침입 감시

[ 캡스홈 프리미엄 ]

No.1 Security Expert ADT캡스

❷

❸

❸
❹

❺

❻

❿

⓫

❽

❾
❶

❼



❶ ❷ ❸

❹ ❺

세이프홈, 캡스홈

캡스홈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88 - 6400
더 자세한 사항은 캡스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dtcaps.co.kr

❷ 내 위치 공유

❶ 가족동선관리 내역

❸ 경비시간 설정

❹ 도어뷰어

❺ 출동요청

가족동선관리 내역

가족동선관리
내역

일요일

토요일

24시간

금요일
ON

목요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