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 자료

기울임과 움직임으로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를 스크롤
하는 새로운 앱
안드로이드용 RotoView Photo는 휴대전화를 기울여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휴스턴 –

2014년 6월 10일 – 움직임이 향상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의 초기

개척자인 INNOVENTIONS, Inc.가 RotoView Photo 무료 앱을 출시함으로써 한 손만
가지고 휴대전화를 기울여 큰 이미지를 스크롤 할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회전 동작으로 스크롤 하면 사용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화면에 지문 얼룩이나 먼지를 남기는 반복적인 화면 터치 제스처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10여 년 동안 RotoView 기술을 개발해 왔고 기울여 스크롤 하는 제스처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탐색하는 데 얼마나 직관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입증해
왔습니다."라고 INNOVENTIONS의 사장 겸 CTO인 David Y. Feinstein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자이로스코프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많은 강력한 센서들로 인해 새로운 RotoView
Photo 앱을 이용하면 우리는 기울여 스크롤 하는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instein 박사가 14년여 전에 발명한 RotoView 는 기울여 움직이는 제스처를 위한 최초의
스마트 스크롤 기술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스마트폰 및 기타 휴대용 기기와 착용형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울임과 모션 제스처를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장려해 왔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탑재된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해 고안된 RotoView Photo 무료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nnoventions.rotoviewphoto&hl
=ko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RotoView Photo Magnifier 앱은 iOS용으로 iTune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RotoView 기술은 미국과 유럽 특허의 보호를 받고,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를 위한
광범위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합니다. API는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NOVENTIONS 는 RotoView 기술을 판매 제공. INNOVENTIONS 는 또한 이 기술을 구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rotoview.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NOVENTIONS에 대하여
1984년에 설립된 INNOVENTIONS, Inc.는 스마트폰을 위한 특허품 RotoView 기울임 기반
디스플레이 스크롤, Sensor Kinetics 앱 및 RAMCHECK LX 메모리 검사기를 포함한 컴퓨터
산업용 전자 기기를 만드는 선구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0425 Bissonnet Street, Houston, TX 77099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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