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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Advance 가 작성한 VVC 라이선스 프로그램 개요의 보도자료 초안 VVC 및 HEVC 공동 라이선스 포함
특허 풀에 대한 중요도가 확장됨에 따라 명칭을 Access Advance LLC 으로 변경한다고 발표
보스턴 – (2020 년 08 19 일) – 비디오 코딩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독립 라이선스 관리자인 HEVC
Advance LLC("Advance")는 금일 지난 몇 달 동안 50 명에 가까운 특허 소유자와 대화한 결과
작성된 VVC 라이선스 프로그램 개요 초안을 발표(7 월에 최초 배포)합니다. Advance 의 성공적인
HEV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된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비디오 코덱용 Advance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Advance 가 2021 년에 출시할 예정인 플랫폼 라이선스 구조는 독립형
"VVC 플랫폼 라이선스"와 단순화된 독립형 "HEVC 플랫폼 라이선스", 및 가장 중요한 부분인
VVC 와 HEVC 기술을 모두 갖춘 제품에 대해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HEVC +
VVC 플랫폼 공동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라이선스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될 Advance 의 현재 HEVC 라이선스와 비교하면, 새로운 플랫폼 라이선스 구조는
효율화될 예정이며, 기존 및 미래의 라이선스 사용자가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플랫폼 라이선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 구조를 통해 추가 차세대 비디오 기술을
효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Advance 의 CEO 인 Peter Moller 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사에 합류한 많은 라이선스 허여자와
기타 특허 소유자들에게 VVC 라이선스 프로그램 개요 초안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가 MC-IF 과정에서 받은 의견도 함께 고려해 볼 때, 시장은 특허 소유자와
특허 실시자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한 VVC 라이선스와 여러 비디오 코덱을 단일 라이선스
플랫폼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구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요금 및 기타
특정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당사의 초안
개요는 VVC 및 HEVC 용 "원스톱 숍" 라이선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다양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대다수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시장이 원하는 투명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당사는 VVC 필수 특허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선의를 가진 기업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본 개요 사본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VVC 특허가 없는 특허 실시자를 포함하여 개요를 받아 볼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할 버전의 개요를 작성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Advance 는 명칭을 Access Advance LLC 로 변경한다고 발표합니다. 2015 년에 회사를
창립한 이후에 "Advance”가 쌓은 영업권과 명성을 고려하여 “Advance”란 명칭을 회사의 기본
상호로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HEVC Advance 라는 회사명이 당사에 굉장히 유용했지만, VVC
프로그램을 출시함에 있어 당사의 확장된 목표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당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입니다.” Moller 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명칭의 변경은 추후 몇 개월에 걸친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Access Advance LLC 소개(구 HEVC Advance LLC)

Access Advance LLC("Advance")는 가장 중요한 표준 기반 비디오 코덱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의
라이선스를 위한 특허 풀의 개발, 제공 및 관리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라이선스 관리
회사입니다. Advance 는 특허 소유자와 특허 실시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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