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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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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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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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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진행 프로세스



REDESIGN
COMMUNIC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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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고 정확하게

AUTO LABELING
기존에 수기로 진행했던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Semi-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여 보유한 데이터의 일부만
레이블링하여 빅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오토레이블링은 사람이 수기로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오류, 
시간/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TOPIC MODELING
빅데이터에서 공통된 ‘주제(Topic)’를 가진 항목끼리 묶어내는
자이냅스의 Topic modeling은 LDA와 자체 기술을 결합하여
주제와 주제들간의 관계를 추론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출력합니다.
이를 통해 직관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비대면 채널

DUAL TALK
한국어 특성에 기반하여 자체 개발한 추론기반 NLU 엔진과 빌더를
탑재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사용자 인텐트를 정확히
파악하며, 국내 최초로 챗봇과 웹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듀얼 페이지
등의 편의기능을 통해 타 챗봇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65문장만으로 가상음성을 생성하는

SPEECH SYNTHESIS
자이냅스는 최대 65문장(4분여 데이터)을 30분만 학습해도
높은 품질의 가상음성을 생성할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이냅스의 가상음성은 국내 최초
온누리교회 가상음성 오디오 바이블과 T-map의 셀럽 보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장만으로 가상영상을 생성하는

VIDEO SYNTHESIS
움직이는 영상의 keypoint들을 바탕으로 추출된 모션들을 대상
이미지로 전이 시키는 영상합성 기술로 사진 한장만 있으면
가상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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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상 및 인증 주요 고객사

C-LAB 10기 빅데이터 x AI Top5 스타트업 노매드 5기

서울시 우수기업 Award of Excellence

SW고성장클럽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IPS지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AI바우처 공급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3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핀테크기업 IP컴피티션 4위
특허청 ∙ 서울특별시

기술평가 우수기업
NICE평가정보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가공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광기업혁신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문화체육관광부

IBK 창공 1기

‘18 Top10 APAC MLSolution Provider
CIO advisor

서울형 강소기업(일생활균형)
서울특별시

자이냅스는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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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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냅스가 자체 개발한 NLU엔진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General -Specific 방식으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규칙기반 챗봇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인텐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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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Dual Page
기존 챗봇은 작은 챗봇창의 한계로 인해 웹브라우저로 나가거나
많은 말풍선을 전송하므로 이전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불필요한 여러 동작을 유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이냅스 챗봇만의 Dual Page는 챗봇과 웹의 장점을 결합한 기능으로
챗봇 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챗봇 안에서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챗봇 운영자의 웹사이트와 연동할 경우 이를 최적화된 형태로 보여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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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르듯 자연스러운 대화처리
AIS(ARTIFICIAL INTELLIGENCE SUGGEST)

일반적인 챗봇은 사용자가 물어보는 질문 하나에 한번씩 대응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장소와 위치를 알고 싶다면 장소를 먼저 묻고 위치를 다시 물어봐야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이냅스의 챗봇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전 질문에 따라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질문을 사전에 설정하여 챗봇이 먼저 물어보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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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만의 스타일!
CUSTOMIZED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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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냅스의챗봇은
최적의경험을제공하기위한
다양한기능을제공합니다.

Autocomplete

Cloud-based

Dual Page

Artificial Intelligence Suggest

Inhouse NLU engine

Relation UI
User Data Monitoring

Context
Conversation

Custo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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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투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궁금증을

365일 24시간 해결할 수 있는 B2C 챗봇

국내∙외 여행상품 예약, 베스트 여행상품 추천,

여행상품 큐레이션, FAQ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홍보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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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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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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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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완성 O O O

개발 소요기간 2개월 3개월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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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bopark@xinapse.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