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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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와 VR을 활용한
글로벌 여행 매칭 서비스
5G 기 반 의 초 고 속 생 중 계 화 상 통 신 과 생 방 송 VR을

아이템 정의

활용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이 가지 못하는
곳을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가 의뢰인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대신해 주고 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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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MECLOUDS

towish App

Our Service
예를 들어 아바타(To Do)를 할 이용자가 "아이슬란드에 11월

특장점
01.
서비스 특장점
– 새로운 방송 생중계
01. 서비스의

플랫폼!

휴대용 VR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뢰자가 대신 인솔해
VR 기기를 머리에 쓴 사람이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알아보는 서비스로 기존의 지시와 업무 수행이라는
단순 업무대행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을 취합니다.

20일에 3시에 가서 설산의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Wish)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매칭이 됩니다. 이때 아바타가 해당 일에 Live로
영상 중계를 해주고, 아바타 일이 완수되면, 이용자(Wish)는
비용을 지불하고, 아바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02.

기대효과 – 새로운 경험과 공유 가치 제공!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갈 수 없었던 해외여행,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의
학예회 발표 등.. 우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더 이상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유 여행길에 오르고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3.

서비스가격 – 실행자와 요청자가 직접 가격 설정!

여행 생중계 서비스-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사용자 들이 서로 협의
특수 중계 서비스-해외 박람회 중계 및 정보 취득 등 특별한 요청사항들은
서로 가격을 개별적으로 설정 및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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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Design

towish App

이미지 저장 모드

매칭 모드

생중계 모드

개인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to do’와 ‘wish’리스트에 본인들의
공유 일정과 희망 항목 등을
기입하고 서로 쌍방 매칭이 되면
생중계가 가능하며 이후 서로에게
일정 포인트 지급이 가능

생방송 시청 시 일반 2D, 자이로
센 서 VR, 헤 드 셋 VR 모 드 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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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설정
자신의 관심사 등록으로 쉽고
빠르게 여러 분야 및 전문가
들과 매칭

towish App

다른 곳도 둘러 보고 싶어요

App Key Service

에펠탑 꼭대기도 가 드릴게요
녹화영상도 전송해드립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을 게요

영상 중계 중 상대방과 실시간 보이스 및 문자 번역 대화가 가능하여
단순히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지시자가 되어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중계 영상은 녹화까지 이뤄져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핵심기능

1. 여행 일상 라이브 중계 (2D, 360˚, 헤드셋)
2. 국가 설정 해외 사용자 매칭 기능
3. 실행자, 요구자 매칭 수수료 결제 기능
4. 실시간 보이스 / 메시지 기능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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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저장 및 공유 기능
2. 글로벌 번역 기능
3. 방송방 개설 기능 (1~50명)

towish App

World Service Flow
실행자 1

실행자는 아이슬란드에 살고

아이슬란드에 살아요

아이슬란드의 설산을 보고 싶어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요청자는

있으며 요청자의 글을 보고 자신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살고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실행자2

요청자1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킬리만자로에 가고 있어요

킬리만자로에 가고 싶어요

실행자는 킬리만자로에 여행을 가고

요청자2

있으며 자신의 여행을 영상으로

호주에 사는 요청자는

글로벌 생중계하고 싶어 합니다.

킬리만자로에 가고 있는
여행자와 매칭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 전 세계 어디든 함께 만나 웹 공유 여행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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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여행과 뉴미디어 서비스의 장점을 결합하여 전 세계 요청자와 실행자의 쌍방 매칭으로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위치와
요청에 의해서 전 세계인은 영상으로 그리고 VR 중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여행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삶의 길에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인이 시간과 공간 제약에 대한 어려움으로 현실에서 체험 가능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여행을 공유하는 브이로그와 같은 글로벌 생활기반 영상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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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Wish
App

www.towis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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