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알로하 브라우저, 네이티브 VR 플레이어 통합 
 

(리마솔, 키프로스 2017 년 5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인기 모바일 브라우저 

알로하(Aloha)가 사용자의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브라우저 내에 네이티브 

VR 플레이어를 통합했다.  
 

360도 카메라나 VR 카메라로 촬영되는 콘텐츠가 점점 증가하는 요즘, 가상 현실은 이제 

일상 현실이 됐다. 그러나 모바일폰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용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VR 콘텐츠는 일반 콘텐츠와 다르기 때문에 전용 앱이나 심지어는 여러 개의 앱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리밍한 영상을 다른 앱에서 열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모바일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트리밍한 콘텐츠를 볼 경우, 화질이 떨어지고, 

영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VR 경험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07551-aloha-browser-integrates-

native-vr-player/  

 

알로하 브라우저는 웹에서 볼 수 있는 모든 VR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브라우저 내에 VR 플레이어를 통합했다. 알로하 브라우저는 강력한 다운로드와 결합해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VR 콘텐츠를 저장하고,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마디로 최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헤드셋을 이용해 일반 영상을 VR 

모드로 볼 수 있는 ‘극장 모드’도 제공한다. 극장 모드에서는 가상의 방에 앉아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네이티브 코드의 최적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상 현실을 즐기기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다. 간편하게 알로하 브라우저 앱, 안드로이드나 iOS로 구동되는 중급 

스마트폰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모바일 헤드셋만 있으면 된다.  
 

VR을 지원하는 알로하 브라우저는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get.alohabrowser.com/  

 

알로하 브라우저 소개 

알로하 브라우저는 안전한 개인 모바일 웹 브라우저다. 알로하 브라우저는 로그인이 

필요없고, 암호화된 무료 무제한 VPN, 지문 잠금 탭과 같은 향상된 프라이버시 기능, 

강력한 다운로드 매니저, 네이티브 VR 영상을 지원하는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제공한다 
 

알로하 브라우저는 현재 iOS[ https://ios.alohabrowser.com/ ]와 안드로이드[ 

https://android.alohabrowser.com/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Aloha Mobile 소개 

Aloha Mobile은 주로 인터넷 프라이버시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열정적인 인물들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알로하 브라우저를 개발했다. Aloha Mobile의 사명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브라우징 경험의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것이다.  
 

https://alohabrowser.com/  

 

132 Arch. Makariou III, 

3021, Limassol, Cyprus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513113/Aloha_Mobile.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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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oha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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