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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eyes i-view

온콜출동서비스 : 고객 요청에 따라 전문출동요원이 월 2회 무료로 출동합니다.

GiGAeyes i-guard

GiGAeyes 고객

이상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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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통신역사와 함께해온 
대표 국민기업 KT

• 대한민국 대표 출동보안 
전문기업 kt텔레캅

• 전국 100% 커버리지 기반의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설치, A/S, 출동보안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능형 CCTV 부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 소비자 선정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스타브랜드

국내 1위 
정보통신그룹

국내 최대 네트워크 인프라 
및 A/S망 보유

• KT 유무선 통신상품과 결합으로 
고객 혜택 강화

KT 통신상품
결합할인 혜택

브랜드 신뢰도

KT그룹이 좋은 이유 

  국가브랜드대상 지능형CCTV부문 1위   “STAR BRAND” AI 영상분석보안 서비스 부문 대상

1

란?
국민기업 KT와 보안 전문기업 kt텔레캅이 함께 제공하는 

업계 최초 플랫폼 기반 지능형 영상 + 출동보안 서비스 입니다.



KT인터넷 기반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끊김없이 선명한 FHD 영상을 제공

끊김없는 Full HD재생

끊김없는 선명한 화질로 사업장 내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화재 및 도난

화재 및 도난으로 인한 
영상소실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PC 영상 확인

언제 어디서든 App과 Web 으로 
영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해킹

보안성 취약으로 인한
영상 해킹 걱정이 없습니다

• 완벽한 보안기술로 해킹 걱정 無

• 전송암호화(SRTP), 사용자보안(OTP), 단말접속제한(인증단말限) 등 E2E 보안 기술 적용

화재 도난으로 인한 영상 유실 걱정 없고 송수신 전 구간 암호화로 해킹 위험 없는 
원격 저장 

안전한 원격 저장

지능형 영상분석

24시간 지켜주는 눈

01영상보안 서비스

침입 감지 출입 감지 배회 감지 이탈 감지

끊김없는 Full HD

일반 영상분석

특수 영상분석

버림 감지 도난 감지 쓰러짐 감지 폭행 감지

마케팅 영상분석

피플카운트 히트맵

• 피플카운트 : 매장에 방문한 고객수 카운트 및 통계 제공

• 히트맵 : 방문객이 많이 머무는 영역을 색으로 표현

※  ’19.10월 이후 

침입/출입/배회/이탈 감지부터 피플카운트, 히트맵 등 마케팅 분석까지 제공

방범센서 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가방범서비스로 알람수신 후 

고객 요청에 의한 온콜출동 가능



AI기반 위치 및 경로 분석이 가능한 출동시스템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보다 빠르게 
긴급출동 제공

전국 어디든 보안전문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며 출동 결과를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출동구역 전국 100% 커버

kt텔레캅의 전문 출동요원이 
전국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감성케어 메시지 발송 

출동이 발생하면 출동결과를 
고객님께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한 AI출동

출동차량수배

위치기반 최단거리 출동차량 
수배 후 출동 합니다.

최적경로검색

최적경로 탐색시스템으로 
출동시간 단축 합니다.

출입통제/근태관리

24시간 지켜주는 눈

02출동보안 서비스

스마트폰 App을 통해 원격으로 경계·해제가 가능하며, PC를 통해 근태관리도 가능

24시간 관제센터 및 고객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24시간 365일 
운영관리

A/S 접수 원격 A/S
  

고객 방문
(고객 예약시간)

A/S 완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원격 A/S, 예약방문 서비스로 고객불편함을 최소화

출입증/지문

RF카드 또는 지문을 통해
출입인증을 합니다.

근태관리

PC를 통한 출입자 등록 및 출입
이력관리와 인사DB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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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장장치 /주장치가 없어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 유지 및 전기료 절감

인테리어효과

공간을 차지하는 장치가 사라져 
매장이 깔끔합니다.

전기료 절약

저장장치가 사라져 매달 나가는 
전기료가 줄어듭니다.

저장일수 추가, 안심통보 등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추가
다양한 부가서비스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

GiGAeyes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보상서비스 KT 모바일, 인터넷과 결합하여 할인 혜택 제공KT 통신상품 
결합할인

24시간 지켜주는 눈

03부가서비스 및 혜택

  미경계통보

약정한 시간에 경계모드 설정이 안된경우,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도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골동품 등

 안심통보

경비구역 경계/해제 시 경계해제 상태를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파손

도난 사고에 따른 건물, 유리 출입문 
금고 등의 파손에 따른 담보

 ID플러스

Sub ID를 5개 단위로 최대 100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강도 상해

침입강도 사망, 후유장해 담보
(가입고객 및 종업원)

저장일수 추가

영상 저장일수를 5일단위로 최대 
365일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화재

경비대상처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

GiGAeyes 모바일 결합 인터넷 결합

• 모바일 결합 시 GiGAeyes 요금 3,300원 할인

• 인터넷 결합 시 인터넷 요금 10% + GiGAeyes 요금 5,500원 할인

※  보상내용은 가입하는 상품 및 
보상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인터넷 상품은 GiGAeyes  
결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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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추천고객

가입 절차

컨설턴트 방문

02

상담 후 원하는 
상품 신청서 작성

단말 설치

03

카메라 등 단말 설치
(설치 희망일자)

서비스 개시

04

Full HD 모니터링
출동 관제 등
정상 서비스

카메라 특성

Full HD 영상 모니터링과 저장의 출발점인 고성능 카메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실내/외	 	 엘레베이터용	 	 가변

	 유효거리	 	 MAX	4M	 	 MAX	4M	 	 2.7M~12M

	 특이사항	 	 -	 	 광각렌즈	 	유료서비스(대당	5천원	추가(VAT포함))

	 이미지	 	 	

	 공통사항	 	 이미지센서/압축	 2M(1080p)	이상	/	H.	264	

	 	 	 해상도	 1920x1080(Full	HD급),	2M(1080p)이상	

	 	 	 최저조도	 IR	On	시	0	Lux	

	 	 	 전원	 PoE지원	

(실외형) (실외형)(실내형) (실내형)(엘레베이터용)

고객센터 문의

01

GiGAeyes 콜센터에 
문의하여 컨설팅 

예약

kt텔레캅고객센터 : 1588-0112

24시간 지켜주는 눈

05카메라 스펙 및 가입절차

물류창고
창고 내 물건이 걱정되시나요? 
영상요약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영상분석으로 도난에 대비하세요!

학원·어린이집
학원 내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이세요?
PC/모바일로 어디서든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영상분석으로 폭행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세요!

음식점·술집
사업장 내 사건사고(분실, 파손, 투기)가 걱정되세요?
진짜 FHD 영상으로 작은 것까지 선명하게 
확인하세요!

숙박업
사업장에 불이 날까봐 걱정되세요?
영상이 원격 저장되어 화재시에도 안전하고
화재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세요!

의류·귀금속
매장제품 DP를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이세요?
영상분석 히트맵으로 방문 고객들이 
어느 경로로 많이 다니는지 분석해보세요!

신규오픈매장
CCTV는 설치해야겠는데 매장 인테리어가 걱정이세요?
매장공간을 차지하는 장치를 플랫폼화하여 
배선이 줄어 매장이 깔끔하며 전기료도 줄어듭니다!

공장
고가의 설비와 자재 도난이 걱정되세요? 
휴대폰으로, PC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어려우신가요?
출입통제/근태관리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관리하세요!

고가품(휴대폰,골프용품 등)

매장 내 값비싼 물건을 도난 당할까 봐 걱정되세요? 
방범센서들에 맡기고 마음 편히 퇴근하세요!

주택
해외여행으로 집을 오래 비우시는게 걱정되세요? 
보안전문요원이 24시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약국
약품창고 등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이 걱정되세요?
생체인식 출입통제와 영상분석으로 이중으로 지키고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도 제공합니다!

병원
병원 내 갑작스러운 민원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비상벨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고객님께 
달려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