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ronos Finalizes and Releases OpenVX 1.0 Specification 
for Computer Vision Acceleration

크로노스그룹, 컴퓨터 비전 가속을 위한 OpenVX 1.0 표준을 공식 발표
Fast, portable, power-efficient vision processing across diverse hardware architectures; Full 

conformance test suite and Adopters Program immediately available; 
Khronos to ship open source OpenVX implementation by end 2014

높은 성능과 이식성을 갖추고도 전력 소비가 낮은 컴퓨터 비전 처리를 다양한 하드웨어 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어, 
표준 인증 테스트를 포함한 어댑터 프로그램도 함께 공개되어, 
2014년 말까지 오픈 소스로 구현된 OpenVX가 배포 될 예정

2014년 10월 14일 , – 크로노스그룹(The Khronos™ Group)은 OpenVX 표준의 인증과 공식 배포를 발표하였다. 이 표준은 
컴퓨터 비전 응용과 라이브러리의 이종 플랫폼상에서의 가속을 위한 개방형, 무료 표준으로서 고성능 저전력으로  컴퓨터 비전 기
능을 사용하여 얼굴 인식, 몸과 동작 추적, 스마트 비디오 감시, 자동 운전 지원 시스템, 물체와 장면의 인식, 증강 현실, 품질 감시, 
로보틱스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응용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로노스 그룹은 표준 문서와 함께 표준 인증을 위한 테스트 소프트
웨어 세트를 포함하는 어댑터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 하였다. 이를 통해 OpenVX 제품을 구현하는 기관은 자신의 구현 결과를 테스
트하고, 표준 적합성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표준 적합성 테스트를 한 제품은 OpenVX 상표를 자신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로노스 그룹은 2014년 말까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OpenVX를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
준 문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www.khronos.org/openvx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OpenVX는 실행과 메모리 모델에 대해 OpenCL™ 과 같은 컴퓨팅 프레임워크 보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 계층을 제공함으로써 컴
퓨터 비전 API를 통해 혁신적인 응용과 효율적인 수행을 다양한 하드웨어 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도, 비전 응용 프로
그램의 일관성을 유지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OpenVX의 응용은 비전 처리 노드가 연결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들 노
드는 표준을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또한 최적화가 된다. 예를 들면, CPU, GPU, DSP 또는 전용 하드웨어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컴파일러 최적화, 노트 통합, 타일링 방식으로 분할된 영역에 대한 병렬 처리 방식 등을 통해 가속과 최적화
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애자일리티를 통해 OpenVX 응용은 다양한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수준의 전력 소비와 성능을 
갖추게 되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전력 소비에 민감한 장치에서 비전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로 인해 넓은 영역의 시스템과 응용에서 엔지니어들이 시각적 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응용의 목적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세서에 탐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OpenVX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보를 이루었다” Embedded Vision Alliance의 Jeff Bier. 

정교하게 정의된 OpenVX 표준과 적합성 테스트는 이종 플랫폼 상에서도 일관성, 신뢰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상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비전 응용의 프로토타입 구현에 널리 쓰이지만, OpenVX와 같은 최적화 방식이 들어 있지 않은 OpenCV 오픈 
소스 비전 라이브러리를 OpenVX가 충분히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hronos Group은 VXU™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를 
정의하여 제공하여 줌으로써, 기존의 OpenCV를 통해 개발된 코드를 쉽게 OpenVX 개별 노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른 
Khronos 의 표준과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확장판” 개념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추가로 개발된 기능을 표준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기능은 추후에 차기 표준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Industry Support
산업계의 지원 
“AMD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내추럴 UI 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화에 동참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에 적
합한 고도 병렬처리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는 AMD는 OpenVX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산업계 전반에 이 표준이 확산 되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Greg Stoner, senior director of application engineering, Heterogeneous Applications and Solutions, 
AMD.

“OpenVX는 컴퓨터 비전 응용 개발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준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분리함으로써 응
용 개발의 미래를 아주 밝게 만들어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Johan Paulsson, CTO of Axis Communications. 

http://www.khronos.org/openvx


“Cadence 는 자사의 Tensilica® 이미지/비전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에 OpenVX를 통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
성능과 저전력을 우리의 확장성과 재구성 가능 제품인 IVP-EP DSP 코어제품에 활용 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들 제품은 다수의 영
상처리, 컴퓨터 비전, 자동차 운전자 지원시스템 등에 채택되어 있습니다” Dr. Chris Rowen, CTO of the IP Group, Cadence 

“CEVA 는 크로노스 그룹이 OpenVX 표준의 발표를 통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많은 벤더들이 
CEVA-MM3101 DSP 에 기반한 컴퓨터 비전 IC 들을 발표하였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필요로 하는 높은 성
능과 저전력 설계를 갖춘 컴퓨터 비전 전용 프로세서로 컴퓨터 비전 계산 부하를 분배하는 것이 명확히 최적의 방식이라는 점입니
다. OpenVX는 개발자가 이러한 변화에 부드럽게 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OpenVX를 CEVA-MM3101 
응용 개발 키트(ADK)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Eran Briman, vice president of marketing at CEVA.

“임베디드 비전 분야에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우리 CogniVue는 우리의 APEX Image Cognition Processing 기술을 
통해 OpenVX를 구현과 인증을 지원할 것입니다. Tom Wilson, VP of product management CogniVue

Zhouhong, 화훼이 중앙 하드웨어 공학 연구소장은 "우리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컴퓨터 비전 응용이 고성능, 저전력 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개발 도구 역할을 OpenVX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정의된 표준과 함
께 OpenVX는 더욱 효율적인 컴퓨터 비전 가속 시장을 촉진하는 표준 벤치마크의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모바
일 제품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제품이 되도록 하는 컴퓨터 비전 기능을 갖춘 제품이 나오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바일, 스마트 홈, 자동차, 매장 분석, 공공 안전 등의 넓은 분야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요소로서 컴퓨터 비전 응용이 작용을 하
게 될 것입니다. PowerVR GPU와 비디오 프로세서, Rapter 영상처리 프로세서, MIPS CPU 와 같은 Imagination사의 IP 코
어는 이미 비전 응용에 사용되며, 이는 더욱 가속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penVX 1.0 표준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전 응용이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채택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Peter McGuinness, 
director of Multimedia Technology Marketing, Imagination

“인텔은 컴퓨터 비전의 이용 모델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OpenVX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 인텔은 
OpenCV를 만드는 등 20년 이상 OpenCV 3.0 을 최적화 하여 인텔의 CPU와 인텔의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Ofri Wechsler, Intel Fellow

“OpenVX는 저전력의 모바일 장치와 웨어러블 장치에서 컴퓨터 비전 응용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OpenVX가 많은 
정교한 스마트폰 미들웨어로부터 모바일 3D 스캐너와 같은 장치 드라이버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프 프로젝트에서 최적화 계층
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ictor Erukhimov, CEO of Itseez 및 OpenVX WG 의장

“우리는 차세대 비전 응용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OEM 디바
이스 메이커와 반도체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OpenVX 플랫폼과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는 CPU, GPU, DSP, VSP를 포함한 다양한 멀티코어 다중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A.G.K. Karunakaran, CEO of 
MulticoreWare

“실시간 비전 처리와 진보된 그래픽스 기술의 결합은 실세계와 가상세계 사이를 좀 더 정밀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NVIDIA는 이미 OpenVX를 우리 회사의 VisionWorks SDK에 통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GPU가 가속하
는 비전 노드를 간편하게 진보된 비전 응용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NVIDIA 모바일 에코 시스템 담당 부사장이자 크로노스그룹 회장인 Neil Trevett 회장

“Renesas 는 OpenVX의 출범에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전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
한 우리는 OpenVX가 그래프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표준과 함께 제시한 것은 비전 응용 분야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큰 기
대를 하고 있습니다.” Masayuki Mizuno, vice president, chief of Incubation Center at Renesas Electronics 
Corporation



“모바일 기기상에 새롭고 유용하며 흥미진진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OpenVX 
표준 프레임워크는 태블릿,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의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동시에 겨냥한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삼성은 컴퓨터 비전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가 적극적으로 
OpenVX를 지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당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삼성의 첨단 프로세서 아키텍
처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비쿼터스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컴퓨터 비전 응용을 저전력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
다.” – Mike Polley, senior vice president, Samsung Mobile Processor Innovation Lab

“Texas Instrument는 진보된 비전 분석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고객들의 임베디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OpenVX WG의 회원으로서, TI는 이번 OpenVX 표준의 발표가 임베디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표준을 구축하는데 
큰 이정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채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DSP 칩은 저전력
의 높은 성능의 비전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들 칩에서 OpenVX를 지원할 것입니다”  Jason Jacob, processor general 
manager - ADAS, Texas Instruments.

“videantis는 OpenVX 팀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OpenVX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효율적
인 가속과 자동차 운전 지원 시스템, 항상 대기 중인 카메라 응용, 제스처 인식, 3D 캡처, 증강현실과 같은 응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v-MP4000HDX 확장형 통합 비디오/비전 프로세서 구조가 OpenVX를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ans-Joachim Stolberg, CEO at videantis 

“Vivante 는 산업계 파트너와 함께 자사의 OpenVX 기반 제품인 GC7000 VX 시리즈 GPU를 통해 고성능, 실시간, 지능형 비전 
프로세싱 솔루션을 모바일, 자동차 및 스마트 보안 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SoC 벤더들은 하나의 프로세싱 코어를 통해 임베디드 비전 가속과 실사에 가까운 3D 렌더링이 모바일 수준의 저전력에서 가능하
게 되었습니다. 동적 VLIIW 비전 명령 세트와 확장된 쉐이더 명령을 통해 단일 사이클 API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새로운 
GPU Vision 접근을 통해 비전 응용을 Vivante OpenVX 플랫폼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i-Jin Dai, CEO and 
President of Vivante 

About The Khrono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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