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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에 수놓은 별들을 관찰해보자!
천체 관측 어플리케이션 「Star Walk 2」가
2017 년 2 월 10 일 원스토어에 출시!

Wadecom 주식회사 (대표 : 조 태현) 는 독일 Vito Technology 의 대표작 Star Walk 2 를
지난 2 월 10 일, 국내 이동통신사 통합 오픈 마켓 원스토어에 출시하였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다른 날보다 유난히 반짝이는 별의 이름이 궁금해진 경험,
아이가 별자리의 이름을 궁금해해 난감했던 경험, 시골 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보며
별자리를 찾아 본 경험 등등. 누구나 한 번 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Star Walk 2」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앱이다.

「Star Walk 2」는 자이로스코프와 카메라 기술을 이용, 현재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별자리와 행성들이 자동으로 앱에 표시되며, 카메라 구동을 통해 앱에 표시되는 별들을
실제 하늘과 오버레이 하여 천체관측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전작의 「Star Walk」와 비교하여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맞게 화려한 색을 사용하였고, 보다
심플하고 깔끔해진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 또한 분위기 있는 시각 및 음향 효과,
신나는 사운드트랙까지. 여러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세계 어디서나 리얼타임으로 별의 위치나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체관측 어플리케이션의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연구와 기술을 집약하여 개발한 본 어플리케이션은, Wadecom 을 통해 일본
스마트패스에서도 절찬리에 판매중이다.

Wadecom 은 자사 원스토어 진출과 Star Walk 2 의 원스토어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Google Play 에서 3,000 원 상당의 유료로 제공되던 Star Walk 2 를 30% 할인된 가격인
2,000 원에 제공한다. 또한 ONE Store 에서는 Google Play 제공 버전과 달리 추가 결제없이
모든 요소를 즐길 수 있는 인앱 언락 버전으로 제공한다.
해당 버전은 원스토어에서 Star Walk 2, 또는 Wadecom 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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