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 절차 가이드
(다비수 학원용, 2월16일~)

https://www.k-voucher.kr/user_join.php
★

1. 회원가입 (쉽고 간단함. 직접 가입 요망)
(2/16일 부터 선착순, 그 전에 꼭 할 일 체크하세요!)

2. 바우처 신청

절차

(1차 문자 “심사확정” 및 2차 “승인” 문자 받으신 후)

★

3. 원격지원이 필요합니까?
(2/15일 까지 본사에 사전 신청 해 주세요, 매뉴얼 참조!)

1. 회원 가입 혹은 원격지원 전(前)에
꼭 할 일!!
* 3가지 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스캔
되어 file로 PC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jpg
혹은 pdf)
* 바우처 활용계획 200자 이상 준비합니다.
→ “바우처” 폴더 만들어 저장한다!!

2. 원격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본사에
미리 예약 해주세요! (~2/15)
* 2/16일 부터 원격지원 받기 5분전

그때 팀뷰어를 다운로드 & 설치합니다.
* PC에 설치 후 끄면 삭제됩니다. (팀뷰어 퀵_서포트)

→ ebbstudy.com 팝업창 클릭!!

(수요기업 바우처 신청안내)

3. 활용 계획 200자 이상 예시문
→ 활용계획(2가지 이상) 200자 이상 미리 준비함!!

1. 회원 가입 절차 (2/16일 부터 선착순)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직접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플랫폼 접속 후 가입 https://www.k-voucher.kr/user_join.php
① 회원 가입(수요기업(구매자)으로 회원 가입한다)

②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약관 동의 체크한다)

③ 로그인 / 기업 정보 입력 ( 대표자(원장) 본인 핸드폰 인증)

④ 사업자 구분(개인 또는 법인 선택)

⑤ 제출서류 업로드 3종 (납세증명서만 -1개월 이내 발급분)
(1/17일 이후)

⑥ 담당자 정보입력 (계속) – ”대표연락처와 동일”에 체크
단, 본인 핸드폰 명의가 다를 경우만, 명의자를 담당자로 기입

동일 체크시
자동 입력됨

★ 운영기관 선택시 [대덕이노폴리스협회 /혹은 벤처협회] 추천

⑦ 사업 활용계획(2가지 이상, 200자 이상) 작성하기
★ 활용목적 참조 하여 아래 예시처럼 작성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서비스 활용 목적
2) 교육부 정책에 맞는 창의 사고 융합 교육 활성화 목적
3) 유치,초등을 위한 집중력, 두뇌개발, 수,언어 발달에 활용
4) 1:1 맞춤식으로 자기주도형 교습 경쟁력을 갖춘 학원 운영
5) 비대면 수업시 양질의 수업으로 학원의 신뢰도 향상

예시1 (참조만 하세요)
코로나19 시기에 원생들이 많이 휴원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던 차에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 초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수학,
사고 한글 등을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언제든
지 스마트 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하고 비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조금만 코칭
관리해주면 좋은 학습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전
달하여 학원 홍보 및 운영에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시2 (참조만 하세요)
우선 큰 방향은 1) 재미있고 스트레스 없는 스마트 놀이수학 2) 비대면 다비수 및 지
능형 문제은행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치 초등 저학년 교육시장까지
진출하여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언어, 수를 재미있는 콘텐츠로 아이들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놀이 학습으로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 한글 프로그램 등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학원 홍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시3 (참조만 하세요)
작년 한해는 모두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뭄에 단비같은
바우처 사업을 지원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냥 넋 놓고 아무것도 못한채 시
간을 흘려 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키즈 프로그램, 비대면 다비수 수학, 연
산 수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기초 수 연산을 잘 배우고 하고
취약 부분 크리닉 프로그램으로 수 체계 등을 향상 시켜 주려고 합니다. 방과후 온라
인 수업으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시4 (참조만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그만두었고, 또 한동안 나오다 말다 하여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는데 다비수 프로그램
이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1,000가지 디지털 콘텐츠와
개념영상, 지능형 문제은행, 교과 연산 게임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프로그램
으로 비대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학기엔 더욱 활성화 계획입니다.

예시5 (참조만 하세요)
저희 학원은 유치 초등 저학년들이 많아 아이들의 공부 자세부터 인성관리까지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 두뇌계발, 자기주도 공부습관, 바른 자세 등
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K-바우처 사업을 알게 되어 유치, 초등생들을 위해 놀
이수학, 사고 한글, 지능형 문제은행, 교과중심 연산 앱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수, 언어체계도 잡아주고 집중력, 두뇌계발을 지도하기에 딱 맞는 프로

그램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신학기 전체 아이들에게 적용 계획입니다.

2. 바우처 신청 절차 (“승인” 문자 받으신 후)
가입,접수이후, 운영기관이 문자 2회를 발송 해줍니다.
(1차 “심사확정”시, 2차 최종 “승인” 선정시 문자발송!)

① 바우처 신청 절차 (“승인” 문자 받으신 후 바로 신청)

② 바우처 결제 수단 선택 (신한 선불카드 선택 하세요)

*결제수단 변경 불가(확인 필!!!)
신한 선불카드 - 앱 다운로드 하여 가상계좌 부여되면,
자부담 10% (40만원) 입금 하시고 구매 신청하면 됩니다.
(단, 다비수 바우처만 사용 시는 개별 신청 후 20만원 환급 가능)

3. 원격지원이 필요합니까? (2/15일까지 본사예약!)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원격지원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① ~가능한 2/15일까지 본사에 사전 예약해 주세요.
2/16일~ 원격지원 약속시간 5분전 본사 홈피 팝업창을 클릭
하거나,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http://dev.dabisu.com/guide.html

② 실행 후, 원격담당과 연결되면, ID 와 비밀번호 불러주기

바우처 사이트로 이동
https://www.k-voucher.kr/user_join.php
원격담당이 원장님 pc에 접속하고 함께
바우처 사이트에 수요기업으로 가입, 접수합니다.
(원장님이 직접 입력 합니다. 원격담당이 도와줍니다. 개인정
보 및 학원정보 입력, 핸드폰인증, 3종 파일 첨부, 활용계획
200자 등을 입력합니다. (15분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