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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 Metaverse는 슈퍼앱 기반의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이자 서비스인 Mint을 제공합니다.

Tmax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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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드민 (그룹 관리자)

회사, 학교, 모임 등 목적 별로 그룹을 만들어 일정, 미팅, 포스트를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상미팅
새로운 가치

소셜 · 그룹미팅 등

Mint i

가상의 공간에서 손쉽게 사람들과 만나고

효율적으로 미팅이 가능한 민트아이 메타버스 세상



01
Video Conference

가상 공간에서 현실감 있는 미팅 경험 가능  

화상회의

1 Video Conference

화상 미팅 기반의  

미팅룸 소개 

미팅룸은 그룹원이 참여하는 그룹 미팅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미팅 2가지가  

제공 됩니다.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미팅룸을  

활용해 보세요. 

아바타와 가상공간에서  

하는 화상미팅

1



01 Video Conference

| 아바타와 가상공간에서 하는 화상미팅을 제공합니다.화상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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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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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드민로 초대 된 그룹원은 효과적인 그룹활동과 생성된 그룹으로 미팅, 일정, 포스트를 공유하고 미팅 리포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Mint i 그룹원   

01 Video Conference

초대 된 그룹을 확인 할 수 있어요. 그룹 화면에서 포스트, 일정, 그룹원을 확인하고 그룹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02
Social Activity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소셜 활동

02 Social Activity

마이룸1

광장2 목적별 공간3



| 미팅룸은 2가지 형태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미팅룸 안내

오픈 미팅 

광장 혹은 마이룸에서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자의 설정에 따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거나 비공개 설정

을 통해 비밀번호가 공유된 사람만 참여 할 수 있도록 셋팅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미팅 

어드민에서 등록된 그룹원들과 미팅이 가능하며 그룹원들끼리 미팅 일정이 공유되고 그룹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내 모습으로 미팅을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