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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메타버스 시장



기술 혁신에 따른 시대 변화
IT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상의 막을 열 것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메타버스



그러나, 메타버스의 장점들이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가상 세계에서 펼치는 현실 활동
온-오프라인 연계 메타버스 세상

시간, 공간, 기술적 한계 극복
언제 어디서나 목적을 이루는 세상

3D 기반 인터랙티브 환경
현실보다 현실같은 몰입 제공

내부/외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니즈에 따라 멀티 페르소나 구현

메타버스, 새로운 혁신의 기회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통합 문제 메타버스 앱 창작의 어려움 제한적 서비스 및 킬러앱 부재

약 90% 이상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되어
광범위한 서비스 제한적

Client 중심으로 만들어진 앱들의
상호 연결 및 통합이 어려움

원하는 서비스의 메타버스 구현에
IT 전문 지식 필요

C#

.JS

Client 중심으로
통합의 어려움

Server

메타버스 산업의 당면 과제
메타버스 산업은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Server 중심의 기술 최적화 Studio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로 확장

티맥스 그룹사 통합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적 콘텐츠 제공

서버 중심 앱 구조로 기존 서비스가
가상화되어 상호 연결 지원

오피스, Web, 3D 통합 스튜디오 제공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앱 생산

Server ServiceStudio

SuperApp 기반 티맥스메타버스
기술력,  제작 난이도, 서비스 융합의 한계를 SuperApp 기반의 티맥스메타버스가 해결합니다



메타버스가 필요한 영역에 티맥스의 기술력을 더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02. 티맥스 메타버스



SuperApp의 역할
SuperApp은 메타버스 환경을 최적화해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줍니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지원

Office

Meta(3D)

Web

서버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버 서비스’ 제공

• 리액트(JS) 기반의 3D 메타 컴포넌트 지원
• 앱을 인터랙티브하고 몰입하게 함

•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2D 화면 지원

• 오피스 기능을 컴포넌트로 제공하여
혁신적이고 파워풀한 앱을 만들 수 있게 함

BI / Hi-me

• 별도의 Programing 없이 다양한 서버 활용 지원
(Metaverse Server / AI Server / Media .. )

• 가상화된 DB 기반 사용자 분석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 서버 지원

• 운영체제(WIN, iOS, AOS) 및 앱/웹 환경 구분없이
통합된 경험 지원하도록 Super OS 구동

SuperApp 기반 티맥스메타버스
Super OS 메타 엔진과 리액트(JS)기반 스튜디오로 3D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합니다



03. 티맥스메타버스의 경쟁력



주요 서비스

SuperApp 기반의 메타버스 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주요 서비스

SuperApp 기반의 메타버스 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Mint i (민트 아이)
가상 공간에서 효율적 미팅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교육 환경과 소셜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화상회의 솔루션

판서

실시간채팅

차별화 수업 및 체험활동에 활용하는
화상회의 환경 제공

화면공유

대규모미팅

자료공유

다양한표현

효율적인 화상회의 기능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채팅 내용 확인

음량 컨트롤 기능 제공

프렌즈 맺기

커뮤니케이션 즐겨찾기

다채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능
친구 맺기, 채팅, 감정표현 기능으로 폭 넓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 행사장
• 야영장
• 교육장

현실 기반의 실내 · 외 가상 공간

• 강의장
• 토론방
• 아고라

3D 소셜 환경 구성요소 커스터마이징
소셜 활동에 필요한 3D 가상 공간과 아바타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합니다



그룹 관리 멤버 관리 포스트 관리 미팅 리포트

간편한 미팅 관리 기능
미팅 예약 및 그룹관리 등 서비스 관리 어드민을 제공합니다



Mint i 소개
3D 가상 공간에서 효율적인 미팅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https://youtu.be/MmQIVVpCjJw

https://youtu.be/MmQIVVpCjJw
https://youtu.be/MmQIVVpCjJw


천주교 시연

https://youtu.be/MmQIVVpCjJw

https://youtu.be/oUtJL8chP-w
https://youtu.be/MmQIVVpCjJw


주요 서비스

SuperApp 기반의 메타버스 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Scone (스콘)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3D 이모티콘 제작 툴입니다



User Flow
01

아바타 선택
02

표정 선택
04

공유
03

액션 선택

Scone 창작 프로세스

Scone 가치

Scone 주요 기능
3D 기반의 “One-way 인터렉티브” 이모티콘 및 영상 제작 툴입니다

https://youtu.be/LRkpGeiSS70

https://youtu.be/LRkpGeiSS70


Scone 활용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SuperApp 기반의 메타버스 화상미팅 기반의 메타버스



현실세계 가상세계

ㅡ

개인 조직 국가 행성

TIVINE
사회·문화·경제가 형성된 현실-가상 융합 라이프 메타버스 세상



가상 경제 시스템 운영

블록 체인 기반의 NFT 

글로벌 커뮤니티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

Real World, TIVINE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All-In-One 메타버스 계획도시

https://youtu.be/97_EWfZKlzM

https://youtu.be/97_EWfZKlzM


EOD

https://www.youtube.com/c/%ED%8B%B0%EB%A7%A5%EC%8A%A4tmax
https://instagram.com/tmaxmetaverse?igshid=YmMyMTA2M2Y=
https://www.tmaxmetaverse.com/
mailto:metaverse_sp@t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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