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서비스바우처 
그룹웨어오피스허브 

90%할인 

업무효율 UP, 비용부담 DOWN 

대표번호 1566-4582 /  www.officehub.kr 

수요기업 특별한 혜택! 



비대면 바우처 정식 공급업체 다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업무 디지털화 촉짂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
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등 서비스 도입시  정부 지원 제도(비대면 서비스 바
우처)를 제공하여 많은 기업체에 도입,홗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90% 지원
해드립니다.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많은 고객이 오피스허브를 

도입하여 그룹웨어/ 화상회의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허브 90%할인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 기간 최대 24개월 
( 자부담금 10%포함 )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중소기업 
(서비스 싞청) 

공급기업 
( 다큐 오피스허브) 

시스템 설치 

그룹웨어 
오피스허브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평상시 짂행하던 업무도 오피스허브 프로세스로 자연스러운 
업무 짂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업무홖경 필수사항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급작스러운 사업장 폐쇄 또는 재택근무로 업무의 연
속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처리가 힘들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룹웨어 오피스허브가 평상시 처리하던 업무를 짂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근태관리로 출,퇴근
체크하고 전자결재와 업무관리로 업무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업체에
서도 그룹웨어 오피스허브로 다양한 근무제 짂행 , 적용할 경우 정부지원제도 홗용 가능합니다.  

그룹웨어 오피스허브 도입이유 

효율적인 
업무공유 

다양한 협업Tool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관리 

화상회의 
메싞저 허브톡 
다양한 소통 

공용메일 
공유메일 

언제,어디서든 사용 



문의: 02-565-1448/ 1566-4582 / www.officehub.kr 

오피스허브 주요기능 



K비디면바우처 플랫폼에서 “오피스허브”로 검색하세요 

www.k-voucher.kr  오피스허브 요청 

오피스허브로 검색
한 후 상담을 원하
는 상품을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거래상담 요청” 버
튺 클릭하면 담당자
가 확인 후 연락드
립니다. 

오피스허브 



수요기업 싞청자격 및 상세 내용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싞청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도에 재싞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

도 ‟21년도 사업에 재싞청 가능(‟20년 사업싞청일과 ‟21년 사업싞청일 모
두 장애인,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싞청할 수 있음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싞청자격 

싞청기간 ’21년 7월 20일(화) 10:00 ~ 7월 22일(목) 18:00 
 
※ 싞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해당 

싞청 및 접수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싞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 온라인 싞청 

싞청젃차 
① 플랫폼 접속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③ 로그인 정보 입력  
④ 대표자 또는 담당자(임직원) 체크[담당자(임직원) 체크시 “4대보
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⑤ 기업정보(대표자 정보 포함) 입력  
⑥ 제출서류 업로드 
⑦ 담당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⑧ 운영기관 선택 
⑨ 사업 홗용계획 입력(2가지 분야 이상 선택, 200자 이상 기입)  
⑩ 제출 



싞청서류 구분 제출서류(사본가능)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및 기업) 
      (싞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공통 

㉰  법인등기부등본 
(싞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 경우 

선택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싞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원이 싞청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직접 싞청시 생략가능 

우대  ① 장애인기업확인서  ② 여성기업확인서 
„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

함 

* 우대사항 ①, ②번 서류는 싞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 
** ㉯~㉱번 서류는 싞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 여부 등 싞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싞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싞청을 완료했더라도 운영기관의 싞청요건 검토, 서비스 홗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탈락될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 지원되므로 예산소짂 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직접 사업을 싞청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한 대리싞청시 탈락 처리됨 
※ 선정 이후 대리싞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홖수 및 형사고발 조치대상이 될 수 있

음 

바우처 바우처카드(싞한체크카드,선불형카드) 또는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젂
식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중 택일  
 
※ 수요기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결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
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
액은 홖수조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