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et>혁신적인 화면 탐색을 보여주는 새로운 무료 아이폰 응용 프로그램

(휴스턴 1월 6일 AsiaNet=연합뉴스) INNOVENTIONS, Inc.은 특허를 획득한 스마트폰용
RotoView(R) “틸트 & 스크롤” 화면 탐색 시스템을 보여주는 새로운 무료 아이폰 응용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RotoView가 제공하는 직관적인 한손 탐색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장치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기울여서 화면의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다. RotoView는 멀티터치 기술을
보완하며, 특히 사용자가 양손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유용하다.
온라인 잡지인 Brighthand.com은 RotoView를 “핸드헬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9가지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RotoView는 스마트폰, 미디어 플레이어, GPS 장치, e-Book 리더,
카메라,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휴대용 장치에 통합될 수 있다.
INNOVENTIONS의 회장인 David Feinstein 박사는 “스마트폰에 내장형 가속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용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RotoView 기술을 스마트폰에 통합할 수 있다”면서
“RotoView는 아이폰의 멀티터치 기술과 보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뷰 탐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90년대 말부터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INNOVENTIONS는 미국 특허 6,466,198 및 6,933,923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유럽 특허 EP1,290,672를 획득했다. INNOVENTIONS는 현재 Google의
Android를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 플랫폼에도 RotoView 기술을 이식 중에 있다.
또한 Feinstein 박사는 “우리의 목표는 모든 모바일 운영체제에 RotoView를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핵심적인 한손 뷰 탐색 기능을 모든 웹페이지, 사진, 지도 또는
스크롤이 가능한 기타 데이터 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기타 개인 미디어 장치 제조업체와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료 RotoView 응용 프로그램을 지금 앱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탐색하며 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머, 제품 엔지니어 및 기타 유망 파트너들도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otoView 기술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toView 웹 사이트 http://www.rotoview.com에서 볼 수 있다.
INNOVENTIONS 소개
INNOVENTIONS, Inc.는 1984년에 설립된 민영 회사이며 본사는 휴스턴에 있다. 회사는 업계
최고의 RAMCHECK 휴대용 메모리 테스터를 비롯하여 컴퓨터 산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자 장치를
개발해 왔다.
아이폰은 애플의 상표이며, 앱스토어는 애플의 서비스마크이다. RotoView 및 INNOVENTIONS는
INNOVENTIONS, Inc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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