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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장의
장점과 한계



물리적 한계 극복

비대면 환경, 가상공간에

대한 니즈가 점차 커지고 있음

시대의 아이콘, 메타버스

시대적 트렌드

MZ세대,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에 따른 변화 필요

현실과 가상의 융합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기술로

검증, 추천 등 활용 범위가 높음

새로운 기회 창출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서비스는 웹과 앱으로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

메타버스에서 기존 서비스의

활용이 어렵다.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만들기 어렵다.

사용자 경험의 불편함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웹과 앱으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서비스의 활용 및 원하는 앱을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기술적 한계의 어려움

각기 다른 개발 환경과 기능의 한계로

파편화된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문제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바꾸다. 티맥스메타버스

우리는 기존 메타버스 서비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티맥스메타버스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Tmax Metaverse는 리액트(JS)기반의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이자 서비스인

‘TIVINE’을 제공합니다.

티맥스(Tmax)와디바인(Divine)의합성어로서

메타버스세상의 [신의한수, The Divine Movement]가된다는비전을담음.



티맥스 슈퍼앱 기반의 TIVINE

OS부터 엔진, 서버 등 자체 기술들이

클라우드 및 서버 중심으로 구현된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 이자 서비스 입니다.

웹과 앱의 장점이 결합되어
특정 OS, 플랫폼,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음

자유로움

편리함

초개인화

누구나 원하는 앱을
자유롭고 쉽게 만들 수 있음

가상화된 DB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통합하여 인사이트 제공 가능

[ Super APP ]



TIVINE의 기술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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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INE의 역할



티맥스메타버스의 경쟁력
티바인 플랫폼 & 서비스



리액트(JS) 기반으로 서로 다른 3가지 타

입 web, office, meta 컴포넌트를 활용하

여 같은 앱 화면에 UX를 자유롭게 구성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만들어 내는 스튜디오 지원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가상 세계에서

사용되고,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을

경험하고 예측

SuperOS를 기반으로 웹-앱-데스크탑

통합된 환경에서 고도화된

기술과 무한한 경험의 확장을 지원

리액트(JS) 기반의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가 앱을 직접
만들어 내는 플랫폼

현실세상과 가상세상이
결합되는 플랫폼

티맥스 슈퍼앱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P L AT F O R M



슈퍼 OS에서 슈퍼 메타 엔진이 더해져

플랫폼(WIN, IOS, AOS) 및 웹-앱 환경에 관계없이 통합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웹, 앱, 오피스, 메타버스 컴포넌트를 리액트(JS) 기반으로 조합하여

원하는 대로 확장 및 이식이 가능하게 서비스 구현할 수 있습니다.

Meta
Component

Office
Component

Web
Component

Super 
OS

Super Meta 
Engine

(JS) 1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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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된 미래형 Office SW, Meeting 등

핵심적인 기능을 쉽게 앱에 빌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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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데이터 기반

예측 경험

티바인 세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되어

가상화된 DB로 도메인을 넘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GIS 및 3D 데이터는 가상 세계에 현실의 컨텍스트를 제공하여

현실 세계 기반의 가상 세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CAD 기반



4

, 를통해

플랫폼확장의한계를혁신적으로탈피

플랫폼에내재화된 을통해인간의

역할을앱에적용

상거래, 금융, 교육, 정부, 협업, 공간, 게임까지

전영역에서사용되는메타버스플랫폼

Cloud 기반
가상화 서버

P L A T F O R M

Middle
ware

Database
AI 
서버

눈 (Vision)
뇌 (BI)

입 (언어)

상거래 금융

협업

게임 교육

. . .



티바인 플랫폼을 통해
파편화된 앱과 웹을
하나의 슈퍼앱에서
통합 관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티맥스메타버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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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타겟

시장의 니즈

▪ 금융, 엔터, 공공 등 도메인의 경계 없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기관

(ex. Zoom, Webex, Teams 도입 기관)

▪ 비대면 화상 업무 환경 수요 증가

▪ 기존 화상회의에 아쉬움과 더 나은 가치에 대한 니즈

▪ 자유로운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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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대비 TIVINE I 강점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게더타운 TIVINE I

동시접속
최대인원수
(하나의 룸 기준)

16명 50명 31명 400명 300명

화상 X X O O O

어드민 X X X X O

서버
(클라우드 및 게임서버)

△ △ △ X O

저작도구제공 O O X X O

접속방식 앱 앱 앱 웹 앱/웹

자체서버 기반으로 화상회의 및 대규모 동시접속 인원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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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트 기반의 고자유도 메타버스 창작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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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시장의 VOC

▪ 금융, 엔터, 공공 등 도메인의 경계 없이

3D 콘텐츠 (공간, 아바타, 게임) 등 저작이 필요한 기관

▪ 기관별 메타버스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공간과 아바타를 창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실 데이터 기반으로 (CAD, GIS, Image) 

아바타와 공간을 창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웹 기반으로 전문 지식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3D를 이모티콘, 영상, 게임을 제작이 필요한 환경



티바인 스튜디오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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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요약 ① TIVINE i (1/2)

- 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교육, 세미나가 가능한 서비스

-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 소통, 교류, 협업이 가능

- 티맥스 자체 화상회의 서버를 연동하여 강력한 보안, 

높은 호완성 및 대규모 트래픽에도 유연성이 높음

- 리액트(JS) 기반의 스튜디오를 제공하여 원하는 형태의

아바타와 공간을 제작 가능

- Unity 기반의 앱 (IOS, AOS, Windows)

- Web 기반의 Admin 관리 페이지 및 커스터마이즈 스튜디오

- 정기적인 비대면 업무, 교육, 회의를 진행하는 기업 및 기관

-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중인 기관

(Zoom, Webex, Teams 등)

- 천주교, 교회 등 비대면 환경에서 예배 및 교류가 필요한 곳

- 화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소/중/대 교육 기관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게더타운 TIVINE I

동시접속
인원수

16명 50명 31명 400명 300명

화상 X X O O O

어드민 X X X X O

서버 △ △ △ X O

저작도구
제공

O O X X O

접속방식 앱 앱 앱 웹 앱/웹



제품 요약 ② TIVINE Studio (2/2)

- 리액트 기반의 고자유도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

- 아바타, 공간, 게임 등 3D 컨텐츠 저작 지원

- 창작물의 웹∙앱 등 플랫폼 환경에 대한 종속성 제거

- 현실 데이터 (GIS, CAD, Image)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아바타 및 가상 공간 설계

-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블록 코딩 기능 (Visual Scripting)을

통해 메타버스 컨텐츠 창작

- Web 기반의 스튜디오 제공

(리액트<JS> 기반으로 개발되어 유연하고 파워풀한 성능)

- 금융,엔터,공공 등 도메인의 경계 없이 3D 서비스 및

콘텐츠 저작이 필요한 모든 기관

- 저작 숙련도가 초∙중급 수준인 일반 사용자 및 학생

- 고급 수준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및 개발자

제페토
빌드잇

로블록스
스튜디오

오늘의집
3D 시뮬레이터

TIVINE
Studio

아바타 커스텀 O O X O

공간 커스텀 O O O O

GIS, CAD 기반
자동화 설계

X X O O

비주얼
스크립트

X X X O

구동 환경 APP APP WEB WEB



별첨. A&C 협업 모델 (1/3)

- 메타버스 협업 서비스

-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 비대면 가상오피스

- AI 아바타 어시스턴트

- 메타버스 스토어, NTF, 블록체인

- 상품 연계 판매, 클라우드 게임 교육



별첨. A&C 협업 모델 (2/3)

3. TIVNE + OS

비대면 가상오피스

✓ 이동형 서비스

✓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연동

✓ 가상오피스 플랫폼 활용

✓ 원격접속 클라이언트 접속

1. TIVNE + WAPL

메타버스 협업 서비스

✓ 공간의 제약이 없는 협업 서비스

✓ 가상 세계에서 자유롭게 소통 가능

✓ 즐겁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 TIVNE + EDU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 재미있는 비대면 수업 환경

✓ 선생님, 학부모, 아이들이

모두 소통하는 메타 교육 공간

✓ 인터렉티브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차원이 다른 교육 경험 제공



별첨. A&C 협업 모델 (3/3)

6. TIVNE + CLOUD

메타버스 교육 게임 및

하이퍼 클라우드 연계 판매

4. TIVNE + AI

아바타 + 챗봇 연동

5. TIVNE + Commerce + Fintech

메타버스 쇼핑, NFT, Block chain 연계

<슈퍼 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