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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DT

ADT

ADT One-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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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조심조심 살아도 무서우니까

캡스홈과 함께 삽니다
도어락이 집을 잘 지키고 CCTV가 아무리 잘 찍어도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없다면 이제 다른 솔루션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4시간 침입감지 및 출동서비스의 캡스홈과 함께 사세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든든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캡스홈은 다릅니다!

01
24시간 든든하게
지켜주는

03 우리가족 위치 공유 서비스로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02 알아서 작동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04 스마트한 홈 케어 서비스로
밖에서도 걱정 없는

캡스홈이란?

ADT캡스 12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위험이 비켜가는 집엔

캡스홈이 있습니다.

캡스홈 캡스홈 보디가드 캡스홈 프리미엄

소개사업가이드북13



서비스 구성

험한 세상, 조심조심 살아도 무서우니까

캡스홈과 함께 삽니다.  

SOS비상벨

도어뷰어

뷰가드미니 (옵션)

해충감지기 (옵션)허브컨트롤러

개폐감지기

퇴실열선감지기경보음 해제 버튼

화재감지기

ADT캡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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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설치된 CCTV를 

영상 감시용으로만 사용 하고 계신가요?

효율적인 매장관리를 위한 

다재 다능 CCTV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ADT뷰가드 매장관리 서비스가 
이 모든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해드립니다! 

ADT캡스 20



 
매장에 들리기 어려운 날에도 뷰가드 APP을 통해
매장 방문객 수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요일, 또는 시간별로 방문 고객 수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으니,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월 19일 20시 기준
아리따움 삼성점에

총 281명 고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2% vs 어제)

취소 확인

ADT캡스

히트맵 서비스는 보면 방문한 고객들이 머무른 
구역을 카운팅 할 수 있어 고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효과적인 상품 진열, 직원 배치
 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게 다 히트맵 서비스 덕분인 것 같아요. 

소개사업가이드북21





ADT캡스 소개사업 안내

보안서비스는 이미 생활서비스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필요로 하는 고객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가정, 매장, 식당, 사무실, 공장, 유치원, 학교 등 모든 업종의 다양한 고객이 
보안서비스의 잠재고객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 친구 또는 파트너 사장님의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다른 보안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필요하신 고객에게 ADT캡스를 추천해주세요. 
“고객에게는 혜택”을 사장님들에게는“실적”을 제공해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국 50만 고객이 선택한 ADT캡스의
가정용 보안 서비스

전국 50만 고객이 선택한 ADT캡스의
매장용 보안 서비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주는
사무실용 보안 서비스

고가의 자재, 제품을 보호하는
공장/창고용 보안 서비스

Step 1
상담신청 접수 

Step 2
영업사원 방문/상담

Step 3
계약 및 설치

Step 4
경비개시 & 실적반영

소개사업가이드북23



ADT캡스 소개사업 안내

ADT캡스 소개사업은 쉽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상담이나 요금 설계는 
ADT캡스에게 맡겨주시고 사장님은 
고객의 상담 의사만 이끌어주시면 OK!

온라인 상담신청 한 번이면 끝!
ADT캡스의 제안 및 견적을 받아보고자 하는 
가망고객이 발견되면 다이렉트 온라인 스토어 및 
쇼핑몰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ACN 전담 상담센터(080-773-6400)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상담이나 요금 설계는 
소개해주신 정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전문상담원을 통해 
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T캡스가
더 괜찮네..

빠른 출동
정보 보안

고화질 카메라

상담의사 확인 후 온라인 접수 한번이면 끝!

제휴사 전담 상담센터(장안동 소재)

소개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파트너

ACN 다이렉트온라인스토어 및 쇼핑몰 이용

1.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상담신청의 정보 입력
 고지사항 동의 후 상담신청 버튼 클릭
3. 영업진행현황 및 결과 확인
 (신청접수/상담진행/계약완료/개시완료/계약불가) 

각종 문의는 080-773-6400 
(운영시간 : 월~금요일 9시~18시)

1.  소개 건 진행관련 문의 및 요청사항 접수
2. ADT캡스 관련 이벤트 문의
3. 영업사원 연결 요청

ADT캡스 24



ADT캡스 소개사업 안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만은 꼭 지켜주세요!

● 보안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타 보안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고객
●  렌탈로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  계약년수 3년 이상의 계약 (공공기관 제외)

● ADT캡스의 기존고객(계약기간 만료 고객 포함)

●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ADT캡스의 기존 고객

● ADT캡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고객

● 마케팅 활동 시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직원의 행사를 할 경우 경비업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가입상담 접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합니다. 모든 상담신청 접수 건은 ADT캡스 고객센터에서 해피콜을 진행하며 

 소개자(IBO)를 언급하므로 신청 고객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ADT캡스 영업사원의 방문 전 가격 협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안서비스의 가격은 현장여건, 고객 요구사항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사전에 제시한 가격에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개 가능한 
고객 범위

소개 시 
유의사항

계약 불가한 
고객

블로그 

ADT캡스 대리점 개설
대리점권 획득
00% 가격 할인

...

전략적 제휴 파트너

“고객님, 안녕하세요 ADT캡스입니다. 000님 소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 000님을 모르는데요.”

명  함 

ADT캡스 로고사용
xx지점
영업팀장

...

ADT캡스 전략파트너
제휴사, 협력사제휴 스 전략

사, 협

점권
격

스
점
대리
점권

%
지점
팀

스
x지
로

x지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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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lk

Case 1   현재 보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은 더 좋은 혜택으로 접근

S사 B사K사 D사 N사

 장기간 사용한 고객을 공략
“하나의 보안업체를 사용하신지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접근

“요즘은 HD CCTV가 대세인데 지금 사용
 하시는 CCTV의 화질은 어떠세요?”

 같은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사용하신지 오래되었으면 같은 가격에
 CCTV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같은 가격에 HD CCTV로 바꾸실 수 
 있어요.”

 기존업체 서비스 만족도 확인

“보안업체가 국내에 200개가 넘지만, 
 ADT캡스를 포함한 2개 업체만 출동만족도
 가 높습니다. 지금 계약된 업체는 출동 
 잘하나요? 관리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가격보다는 서비스의 질에 초점
“중소업체라서 더 나은 가격으로는 힘들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ADT캡스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세요?”

“보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나요? 
 한 달에 1~2만원 차이라면 믿을 수 있는
 ADT캡스로 바꿔보세요.”

메이저업체 중소지역업체

고객들은 왜 ADT캡스를 찾을까요?

 140년 역사의 Global No.1  
 ● 글로벌 No.1 ADT 브랜드

 40년 보안 외길 Service No.1
 ● Since 1971, 국내 40년 전통의 서비스 노하우

 고객이 인정한 No.1  보안전문기업

 ● 고객감동 브랜드 3년 연속 1위!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평가 2년 연속 1위!

 ● 보안 경비분야 유일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ADT캡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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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미사용 또는 무관심 고객은 사회이슈와 연계한 잠재욕구 자극

오늘도 4,000명의 보안전문가가 고객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심리는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네요. 지난 번에 저희 고객 분도
 화재사고로 장기간 영업 못하고 뒤늦게 
 보안시스템 설치하셨다던데…”  

 마음속의  잠재욕구를 깨워주세요.

“사업하시다보면 매장관리, 직원관리,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ADT캡스의 CCTV는 HD급이라서 
 확실한 증빙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유지
 보수 및 A/S가 빠르니까 사용도 편하실 
 거예요.”   

 사고로 인한 기회비용은 매우 큽니다.

“도난사고만 생각하면 비용이 아까울 수 
 있지만, 도난사고가  화재나 시설물 파손
 까지 이어지면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큰 손실을 불러오지요.
 보안서비스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예방 차원의 보험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및 빠른 출동체계
● 비상상황 발생 시 7분 이내 출동
● 전국 98개 지사 및 영업소에서 총 900여대의
  출동차량 항시 대기
● GPS를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한 
  출동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Always No.1
● ADT캡스는 업계 최초로 보안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신 범죄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 및
 제공
-  모조지문 선별 기술
-  물리보안업계 최초 영상보안서비스 및 
    HD영상보안서비스 제공

* ADT캡스는 끊김없고 더 선명한 화질의 
  HD - SDI와 IP 제공 - 국내 최초 Dual Band
  LTE 방식의 회선 사용 

미사용고객 Why ADT 캡스?

블루패트롤

TSE(기술전담)

영업사원

관제사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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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번거로운 설치과정때문에 망설여진다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안시스템은 유선으로 운영됩니다. 장비와 장비 간 선로를 가설해야 하는데 

영업시간이나 근무시간을 피해 설치를 해야 하고 2~3시간 이상 걸리는 설치과정도 번거로워 

ADT캡스의 제안은 좋으나 망설이는 고객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특이 고객의 경우에는 사전에 ACN 전담 상담센터(080-773-6400)  

 로 문의해주세요.

 전문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 지역에 다수의 물건이 있어 한 명의 담당이 지정되면 좋겠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보안업체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현장 여건이 애매해 사전에 영업사원과 논의하고 싶어요.”

무선 보안시스템 다양한 CCTV 라인업

 무선으로 간편하고 빠른 설치 ADT캄   

  ADT캄은 무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시간
  에 설치가 어려운 음식점, 매장 등에 빠르게
  설치 가능합니다.

 저화질 CCTV 교체 시 뷰가드 AHD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경우 선로 교체 없이 
  카메라만 교체하면 끝!

 카메라 수량이 많은 경우 뷰가드 IP   
 8대 이상의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경우 LAN
 케이블로 간단히 가설할 수 있는 IP카메라가   
   딱!

 고품질 영상을 원할 경우 뷰가드 SDI  
 뷰가드 SDI는 영상 송출에 지연이 거의 없어
 끊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영상과 최고의 색감
 을 구현합니다.

무선주장치

유선 카드/지문리더 도어락 유선감지기

무선카드리더 무선감지기 

현장 여건에 따라
무선 또는 무선+유선으로
설치 가능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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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CCTV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제품이 많던데요...
 ADT캡스 뷰가드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이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저가패키지로 판매하는 CCTV가 있습니다. 

가격만 비교한다면 굳이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지만 왜 많은 고객들이 렌탈서비스를 

선택하는 걸까요? 

 최적의 상품선택 어려움
 CCTV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여
 비전문가 입장에서 최적의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까다롭고 꼭 필요한 기본구성을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가설치의 한계
 가전제품과는 달리 CCTV는 녹화기와 카메라
 등의 장치와 장치 간 영상, 전원, 인터넷연결,
 스마트폰 앱설치 및 셋팅의 복잡한 설치 등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어려움 

 고객 상담 시간이 통상 평일 주간,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되므로 시급한 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만 구매한 경우 불량품의 수리, 
 교환 등에 따라 배송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4~5일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안전문가의 무료 설계/견적
 전국 98개 지점의 800여 보안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고객 사업장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중소형 사업자 또는 주택에 적합한   
 주요 제품을 패키지화한 ADT캡스 뷰가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치부터 설정까지 맘 편히...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팀이 방문하여 인테리어 
 손상없이 말끔히 설치해 드리고 전문기술직  
 원(TSE)를 통해 설정 및 사용법을 안내 
 드립니다.  

 A/S 접수 시 12시간 내 처리 원칙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센터, 출동차량
 을 통해 새벽시간이라도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저가 CCTV ADT캡스 뷰가드

소개사업가이드북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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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CN 사업자라면 ADT캡스 보안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하셔야죠!
사업자 본인이 ADT캡스 고객이며 ACN을 통해 다섯고객을 유치하면 
내 요금은 공짜!

● IBO본인은 먼저 ADT캡스 서비스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지, 해지 시 혜택 소멸
● 5명의 고객의 명의는 한 명으로 간주하며 IBO본인 개통 건은 제외

 → 동일 명의 고객은 한 명으로 간주하며 IBO본인 개통 건은 제외
● 누적 고객이 5명 유지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5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무료혜택 중단
● 5명 고객의 평균 사용금액 한도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 5명의 고객 유치(경비개시)가 달성되는 시점의 익월 청구 분부터 적용되며, 

  결제일 이전 선 입금 처리됩니다.
● 2015년 1월 24일 접수 건부터 누적됩니다.

* 본 프로모션은 90일 전 사전고지를 통해 혜택의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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