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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 Metaverse는 슈퍼앱 기반의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이자 서비스인 TIVINE을 제공합니다.

Tmax Metaverse

Studio



Tivine i



02 |  소셜

유저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출하며 프렌즈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01 |  화상회의

대면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이며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03 |  스튜디오

개인화된 아바타, 원하는 형태의 공간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상미팅
새로운 가치

소셜 · 스튜디오 등

Tivine i

가상의 공간에서 손쉽게 사람들과 만나고

효율적으로 미팅이 가능한 티바인 메타버스 세상



01
Video Conference

가상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화상회의와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화상회의

1 Video Conference

화상회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

2

아바타와 가상공간에서  

하는 화상미팅

1

1



01 Video Conference

| 아바타와 가상공간에서 하는 화상미팅을 제공합니다.화상미팅1

아바타로 하는 다양한 반응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화상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화상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팅에 필요한 자료, 화면을 공유합니다.공유 중인 화면 또는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며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화상미팅 화면 공유다양한 레이아웃 판서 기능



| 화상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어드민2

회사, 학교, 모임 등 목적에 맞는 그룹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해보세요.

그룹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메일, 링크로  

초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등록하여 중요한 공지를 하거나  

미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팅 종료 후 미팅에 대한 통계정보를  

통해 총 미팅 시간, 미팅 참석자, 평균 참여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리 멤버 관리 포스트 관리 미팅 리포트

01 Video Conference



02
Social Activity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소셜 활동

02 Social Activity

마이룸1

광장2 목적별 공간3



나만의 공간

나의 취향대로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나의 미팅을 관리하거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3 51

문을 통해 아고라로  

진입하세요.

그룹 미팅 리스트로 이동 

모니터로 그룹, 프렌즈, 

쪽지함을 확인하세요.

마이룸 초대 링크를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자신만의 개성있는  

아바타를 꾸며보세요.

2 

4

문

확성기

책상 핸드폰

옷장

공간

목적에 맞는 공간에서의 미팅을 통해 현실감 있는 경험 제공합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다양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광장 목적별 공간

야외 공연장

교실

컨퍼런스 홀

보이스·텍스트 채팅 풍부한 감정표현 다양한 3d 인터렉션

02 Social Activity



03
Studio

아바타와 공간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03 Studio

나와 닯은 아바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에디터

전문지식 없이 가상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에디터

2

1



| 나와 닮은 혹은 되고 싶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아바타 에디터1
사진 기반 아바타 생성

사진을 업로드하여 나와 닮은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커스텀

생성된 아바타를 원하는 모습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작된 의상 및 아이템을 통해 개성있는 아바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영상 기반 표정/제스쳐 생성

비디오를 업로드하여 똑같은 표정이나 제스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표정/제스쳐는 가상공간에서 다른 아바타와 만나고 소통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

2 

03 Studio



| 내가 상상하는 가상의 공간을 코딩 지식이 없이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공간 에디터2

현실 데이터 기반 공간 제작

GIS, CAD data 기반으로 현실의 공간을 쉽게 가상세계 옮길  

수 있습니다.

리액트 기반의 스튜디오

티바인 스튜디오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트/앱은 웹앱 환경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1

2 

오브젝트 추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원하는 기능을 입힐  

수 있습니다. 

물리효과를 적용하여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03 Studio03 Studio



Studio

TIVINE Studio



Studio

사용자가 웹·앱 등 플랫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앱, 서비스, 컨텐츠를 제작하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기반의 고자유도  
메타버스 창작 스튜디오

TIVINE Studio



사진 기반 아바타 얼굴 생성

사진을 업로드하여 나와 닮은 개인화된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기반 제스처 · 표정 생성

동적 아바타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나만의 제스처 혹은 표정을 생성합니다.

아바타 디자인 에셋 활용

생성된 아바타에 디자인 에셋을 추가하여 원하는 모습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1

2 

01
Avatar Editor

개인 맞춤형 아바타 생성 기술을 통해 아바타  

에셋, 애니메이션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에디터

01 Avatar Editor



02
Space Editor

현실 데이터와 비주얼 스크립트 기술을 통해 공간, 

서비스 창작합니다.

공간 에디터

GIS, CAD 데이터 기반

GIS(공간 정보 시스템), CAD(컴퓨터 지원 설계)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

하여 가상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에셋 활용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하고 3D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추가적인 커스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디자인 에셋 활용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직관적 블록 코딩 기능을 지원하여 물리 효과에 대한  

로직 설계 및 마이크로 게임, 서비스까지 창작할 수 있습니다.

3

1

2 

02 Space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