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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제공기업 소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관광관련 업종 영위 사업체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 (제외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심사를 거쳐 선발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중∙대형바우처 0.5~1억원, 

소형바우처 0.2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자부담 대신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 부가세 별도 부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 바우처 사용계획 제출(관광기업혁신바우처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 )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 및 서비스 확인 가능)

- 서류심사(소형), 1차 서류-2차 발표심사(대형, 중형)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사업 개요

관광기업혁신바우처로
관광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AI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관광기업혁신바우처는 관광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위기극복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 : 2021.5.14.(금) 17:00까지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사업 개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진행 프로세스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자이냅스 소개

자이냅스는 AI챗봇, AI가상음성, AI가상영상,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로 기존에 없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주요 기술 및 서비스 주요 수상 및 인증

C-LAB 10기 빅데이터 x AI Top5 스타트업 노매드 5기 IBK 창공 1기 Award of Excellence

SW고성장클럽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핀테크기업 IP컴피티션 4위
특허청 ∙ 서울특별시

TIPS지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AI바우처 공급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평가 우수기업
NICE평가정보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가공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LOBAL 3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이서울브랜드우수기업
서울특별시

관광기업혁신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4 윤천빌딩 7,8층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출원 77건, 등록 7건 등

딥러닝기반음성합성, 영상합성

∙ 최대 65문장(4분여 데이터)로 발화자의 특징을 반영한 가상음성 생성
∙ 사진 1장만으로 가상영상 생성

Dual Talk(챗봇)
∙ 한국어 특성에 기반한 자체 설계 NLU엔진 탑재
∙ Dual Page, Auto Intent 등 차별화된 기능으로 직관적인 정보제공

비정형빅데이터가공및분석

∙ Topic modeling, Auto labeling 등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인력이 처리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주요 고객사

(주)자이냅스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2020년 관광기업혁신바우처 사례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 챗봇 서비스

자이냅스는 관광기업혁신바우처를 통해

상시 홍보를 위한 FAQ 챗봇, 비대면 고객 대응을 위한 Dual Talk,

고도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중심

컨시어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1
365일, 24시간 관광기업을
홍보, 정보제공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챗봇 활용 용도

자이냅스의 챗봇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04
사원 교육, 내규 숙지 등
내부 직원 관리

05
고객사 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채널로 활용

02
고객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에
대응 및 상담

03
시설 예약 등 컨시어지
서비스 활용

06
챗봇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소형]
상시 홍보, 마케팅을 위한
비대면 FAQ 챗봇 서비스

1) 소요비용 : 20,000,000원

2) 소요기간 : 약 2개월

3) 주요 기능

- Dual Page : 챗봇 내 별도의 정보영역을 슬라이드로 제공

하여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편하게 제공

- 다양한 입력 방식 지원 :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자연어처리 방식과 간단하게 버튼을 터치하는

입력방식 모두 지원

- 자동완성 :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하는

질문을 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 지원

- 북마크 : 사용자가 자주 이용할만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북마크 기능 지원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2021년 관광기업혁신바우처 내 자이냅스 제공 서비스

[중형]
비대면 고객 대응을 위한
Dual Talk 서비스

1) 소요비용 : 50,000,000원

2) 소요기간 : 약 3개월

3) 주요 기능(소형 바우처 대비 추가 기능)

- Dual Page : 챗봇 내 별도의 정보영역을 슬라이드로 제공

하여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편하게 제공

- 다양한 입력 방식 지원 :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자연어처리 방식과 간단하게 버튼을 터치하는

입력방식 모두 지원

- 자동완성 :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하는

질문을 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 지원

- 북마크 : 사용자가 자주 이용할만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북마크 기능 지원

- 커스텀 UI : 기업고유의 컬러,기업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컬러를 적용하거나

레이아웃을 맞춤형으로 제공

- AIS :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이전 질문에

따라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질문을 사전에

설정하여 챗봇이 먼저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경험 제공

- 사용자 인증 : 로그인과 같이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지원

- API연동 :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웹서비스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기능 지원

- 1개의 맞춤형 기능 개발 : 수요기업만의 특수기능 구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기능 개발 지원(사전협의 필요)

[대형]
맞춤형 서비스 기반
비대면 토탈 컨시어지 챗봇 서비스

1) 소요비용 : 100,000,000원

2) 소요기간 : 약 4~6개월

3) 주요 기능(중형 바우처 대비 추가 기능)

- Dual Page : 챗봇 내 별도의 정보영역을 슬라이드로 제공

하여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편하게 제공

- 다양한 입력 방식 지원 :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자연어처리 방식과 간단하게 버튼을 터치하는

입력방식 모두 지원

- 자동완성 :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하는

질문을 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 지원

- 북마크 : 사용자가 자주 이용할만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북마크 기능 지원

- 커스텀 UI : 기업고유의 컬러,기업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컬러를 적용하거나

레이아웃을 맞춤형으로 제공

- AIS :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전 질문에

따라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질문을 사전에

설정하여 챗봇이 먼저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 제공

- 사용자 인증 : 로그인과 같이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지원

- API연동 :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웹서비스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 기능 지원

- 맞춤형 기능 개발 : 수요기업만의 특수기능 구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기능 개발 지원(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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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바우처
(FAQ챗봇)

중형바우처
(Dual Talk챗봇)

대형바우처
(컨시어지 챗봇)

북마크 O O O

자연어 처리 방식 O O O

버튼/터치 방식 O O O

듀얼페이지 O O O

커스텀 UI X O O

오토인텐트 X O O

사용자 인증 X O O

API연동
(정보제공)

X O O

맞춤형 기능 개발 X △
(1개의 코어 기능)

O
(예약, 체크인, 룸서비스요청 등)

무료 사용기간
(관광바우처 기간 이후)

12개월 12개월 12개월

* 맞춤형 기능 개발의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 확정되며 소요기간 변동 가능

자동완성 O O O

개발 소요기간 2개월 3개월 4~6개월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제공서비스 개요

Smartest, 
Easiest, 
Most intuitive 
Chatbot ever
자이냅스의 챗봇 DUAL TALK은 자체 설계한 추론 기반자연어이해엔진,

쉬운 챗봇빌더, Auto Intent, Dual Page와 같은 차별화된 기능으로

기존 챗봇과는 다른 편의성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DUAL TALK은 자연어를 이해하여 대답하는 자연어처리 방식과

간편하게 화면을 터치/클릭하여 정해진 루트대로 대화를 진행하는

시나리오 방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DUAL TALK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항상 최신의 버전을 유지합니다.



추론기반

NLU ENGINE

자이냅스가자체개발한 NLU엔진은한국어특성을반영한 General -Specific 방식으로설계되어
일반적인규칙기반챗봇대비상대적으로적은데이터로인텐트를정확히파악하여답변을제공합니다.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제공서비스 소개



많은정보를직관적으로

Dual Page

기존챗봇은작은챗봇창의한계로인해웹브라우저로나가거나
많은말풍선을전송하므로이전정보를찾아보기위해
불필요한여러동작을유발하는불편함이있었습니다.

자이냅스챗봇만의 Dual Page는챗봇과웹의장점을결합한기능으로
챗봇내에정보를제공하는새로운정보영역을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챗봇안에서많은정보를직관적으로받아볼수있습니다. 

또한챗봇운영자의웹사이트와연동할경우이를최적화된형태로보여줄
수있고실시간으로연동되기때문에데이터관리부담도줄여줄수
있습니다.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주요 기능



물흐르듯자연스러운대화처리

AUTO INTENT

일반적으로챗봇은사용자가물어보는질문하나에한번씩대응하여답변을제공합니다. 
사용자가장소와위치를알고싶다면장소를먼저묻고위치를다시물어봐야필요한정보를모두받을수있었습니다.

자이냅스의챗봇은사용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하여사용자의이전질문에따라
사용자가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한질문을사전에설정하여챗봇이먼저물어보면서대화를자연스럽게이끌어갑니다.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주요 기능



자이냅스의챗봇은
최적의경험을제공하기위한
다양한기능을제공합니다.

Autocomplete

Cloud-based

Dual Page

Auto intent

Inhouse NLU engine

Relation UI
User Data Monitoring

Context
Conversation

Custom Dictionary

API IntegrationSmall TalkMultiple IntentionChat history log downloadEasy Builder Real-time data matching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주요 기능



어떤입력방식이든자유롭게!

01  대화 시나리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사용자가 챗봇과의 대화에서 원하는 정보 혹은 행위에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버튼’형태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다가도 쉽게 자연어를 입력하여

다른 Intent(의도)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험상품추천해줘

남자야

보험상품을찾으시는군요?
제가고객님께딱맞는상품을
추천해드릴게요

성별이어떻게되시나요?

연령대는어떻게되시나요?

20대 미만 ▼

20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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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데이터로도정확하게!

02  우수한 자연어 입력 처리

대부분의 많은 챗봇/NLP Engine이 사전 정의된 유의어/동의어와 정확히 일치되어야 답변할 수

있는 데 비해 자이냅스의 챗봇은 사전 정의된 최소한의 유의어/동의어 정보만을 이용하여 질문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여 적합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오타가 있어도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대답을 제공합니다.

이자연체하면어떻게…

이자연체하면무슨일이생길까?

보험계약대출이자를해당
약정일(이체지정일)까지
납입하지못할경우대출
잔액(원금)에미납이자를
합산하여…

보험계약대출이자를해당
약정일(이체지정일)까지
납입하지못할경우대출
잔액(원금)에미납이자를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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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대화를기억해서자연스럽게!

03  문맥 추론(Context conversation)

자이냅스의 챗봇은 지난 대화를 기억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답을 제대로

듣기 위해 반복된 표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이냅스의 챗봇은 이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문의나 원하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보험가입방법이궁금해

온라인은??

온라인으로보험가입
신청을원하시나요?
먼저보험상품추천을
통해자신에게맞는
보험을찾아보세요.

보험가입에대한안내를
원하시는군요? 보험
상담사와전화연결을해
드릴까요?

상담원연결HOME

보험상품추천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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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요청에도최선을다해서!

04  다중 의도 처리(A Conversation with multiple intents)

자이냅스의 챗봇은 사용자의 모호한 입력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General한 입력에는

General하게 대응하며,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알맞은 문의/행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중에원하시는문의
사항이있나요? 제가열심히
공부중이니문의사항을더
구체적으로적어주세요!�

보험료

계약해지후보험료가출금되었습니다.

HOME

보험료납입방법은어떻게변경하나요?

보험료이체후납입내역은언제반영이되나요?

보험료가이체되었는데,�납입내역에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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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미리미리!

05  사용자 사전

사용자 사전은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 단어들을 챗봇 관리자가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관리자가 빌더 내 사용자 사전에서 이런 고유 명사 및 그의 유의어를 입력해두면 챗봇은 이를

학습하고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해줍니다.

자이냅스는인공지능및빅데이터
기술기반스타트업이에요.

국내최고수준의자연어처리기술을
토대로사람들이새로운기회를
발견하고,�일하는방식과삶을변화…

자이냅스

Xinapse

자이냅스는인공지능및빅데이터
기술기반스타트업이에요.

국내최고수준의자연어처리기술을
토대로사람들이새로운기회를
발견하고,�일하는방식과삶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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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더편리하게읽을수있도록!

06  다중 답변(Multiple responses)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 의도를 파악하고 한 번의 대답에

텍스트, 사진, 사이트 주소 링크 등 여러가지 형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방식은 하나의 말풍선 안에서 대량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보다 사용자가 더욱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익숙한 채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이 증대됩니다.

고라니는단독생활을하며,
대개새벽과해질녘에가장
활동이활발합니다.

자세한정보보기

고라니의특징은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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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정보를빠짐없이!

07  역질문

챗봇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다보면, 사용자에게 정보를 더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이냅스의 챗봇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사용자별 입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사용자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고, 모든 정보가

입력된 후에는 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사용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상담예약해줄래?

홍길동

010-1234-5678

전화번호를입력해주세요

고객님의성함을입력해주세요

입력내용을확인해주세요.
- 이름 : 홍길동
- 전화번호 : 010-1234-5678
입력사항이맞으시면 ‘예’ 버튼을,�다시
입력하시려면 ‘다시입력’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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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지않도록!

08 사용자가 이미 입력한 대화요소 인식

자이냅스의 챗봇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미리 인식하여 다음 대화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아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목적지를

이미 입력했다면, 자이냅스의 챗봇은 사용자의 출발지 만을 되묻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두

입력했다면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공덕역가는버스알려줘

출발지를알려주세요

광화문 삼성동

삼성동

삼성동에서공덕동으로가는
버스시간표는다음과같습니다.

14:00 / 15:30 / 17:00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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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서더똑똑하게!

09 Dynamic 데이터 연동(API 연동 등)

챗봇은 항상 정형화된 답변만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날씨와 내일의 날씨는 다르고, 오늘의 환율과

내일의 환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사에서 동적 데이터(API 등)을 제공한다면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이내믹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이냅스의 챗봇 빌더, 채팅 시스템은 모두 API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입력한 요청들을 통합된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hn2003ㅣ소속:�유전공학연구소ㅣ이름:�이하늘

HOME

ID:�run879ㅣ소속:�체육공학과ㅣ이름:�이하늘

ID:�css9213ㅣ소속:�정보화기획과ㅣ이름:�이하늘

147.46.82.104�실사용자변경신청

변경할사용자이름을입력해주세요

이하늘

총 3명이검색되었습니다.
아래에서알맞은구성원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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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제시도가능해요!

10  기본응답 설정

챗봇이 모든 것을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사용자에게 대답을 할 수 없을 때는 센스있게 상담사에게 연결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해주면 어떨까요? 

고객사가 답변을 검색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준다면 고객사의 데이터를 통해 답변하는 것처럼

추론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목실]�대학교회장학금선정완료
https://hisnet.handong.edu/myboar
d/read.php?id=117562&Page=1&Bo
ard=NB0001&FindIt=subject&FindTe
xt=%C0%E5%C7%D0%B1%DD

2019년도 1학기디딤돌장학금신청안내
https://hisnet.handong.edu/myboar
d/read.php?id=11804&Page=1&Boar
d=JANG_NOTICE&FindIt=subject&Fin
dText=%C0%E5%C7%D0%B1%DD

2019학년도 1학기국가장학금지급안내
https://hisnet.handong.edu/myboar
d/read.php?id=11784&Page=1&Boar
d=JANG_NOTICE&FindIt=subject&Fin
dText=%C0%E5%C7%D0%B1%DD

[SW중심대학]�SW중심대학마일리지
장학금공지(GLS컴...
https://hisnet.handong.edu/myboar
d/read.php?id=117431&Page=1&Bo
ard=NB0001&FindIt=subject&FindTe
xt=%C0%E5%C7%D0%B1%DD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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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연스럽게!

11  Small talk

사용자가 챗봇에게 일상적인 대화나 업계에 관련된 상식을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이라면 금융 상식을, 의료계라면 의료 상식을 미리 정의해둔 질문/답변 set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챗봇과의 대화에 더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보세요!

Turing�test가뭐야?

아직은별로관심없어요~

앞으로도계속사랑해주세요!!

기계의지능이인간처럼독자적인
사고를하거나,�의식을가졌는지
인간과의대화를통해확인하는시험법.�
이테스트는현재로봇등인공지능
연구에서기계의독자적사고여부를
판별하는주요기준으로널리인정…

사랑해

너는남자친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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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만의 스타일!

12. UI Customization

기업 고유의 컬러, 기업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컬러를 적용하거나

레이아웃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체커UI, 카드 UI, 캐러셀 UI와 같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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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목표

∙ 관광산업관련신규개발및개선하고자하는사업목표 (140자내외) 
- 예시) AR/VR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상품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

∙ 사업 목표 달성을위한희망서비스의핵심요구사항(140자이내) (제공기업대상제안요청용) 
- 예시) AR/VR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 / 자료는 수혜기업에서
제공 / 콘텐츠의 홍보활용을 위한 홍보채널 제공

☐ 신청서비스 구분

∙ ‘컨설팅및자문’ – ‘디지털역량강화’ – ’ICT 솔루션도입’ 선택

☐ 수혜기업 등록 및 서류 제출

∙ 관광기업혁신바우처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에수혜기업으로가입(바우처신청)해야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양식제공)
- 중소기업 확인서(스캔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사업자등록증(스캔본, 국세청 발급)
※ 지원자격에 명시된 관광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관광 관련 업종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근거한 관광 사업

- 관광사업체 등록증 또는 지정증(기초지자체 관광과 발급)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스캔본, 신용평가사 발급)
- 납세증명원(스캔본, 홈택스 및 정부24 발급)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 신청하는 대표(1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스캔본, 양식제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스캔본, 양식제공)
※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별로 작성하며, 사업 참여 인력이 전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제출 필요

- (해당 시) 관광벤처기업 인증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 (해당 시) 고용노동부 확인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사업장 : 각급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해당서류 발급(14일 소요)
- 회사소개서
- 공인인증서(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인 '인증 및 서명'에서는 회원가입시 인증받으신 핸드폰번호 명의자의 개인 범용공동인증서
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가능한인증서 – 용도 제한없는 범용(개인)인증서
※ 금융결제원 간이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전자서명법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http://www.tourvoucher.or.kr/


Appendix |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작성 분량

∙ 6페이지이내

☐ 주요 평가 항목

❖관광혁신바우처 내용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https://www.tourvoucher.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
e=1003&q_bbscttSn=20210415162149219

❖자이냅스 챗봇 서비스 관련 신청서 작성 문의
담당자 1 : 박보영 COO(bopark@xinapse.ai / 010-6211-2273)
담당자 2 : 장창희챗봇팀장(David@xinapse.ai/010-9107-3656)  

https://www.tourvoucher.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3&q_bbscttSn=20210415162149219


Thank you.

(06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 14, 윤천빌딩 8층

Web. www.xinapse.ai

Phone. 02-6052-5611

담당자 1 : 박보영 COO(bopark@xinapse.ai / 010-6211-2273)
담당자 2 : 장창희 챗봇팀장(David@xinapse.ai/010-910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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