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크로노스와 EMVA(유럽머신비전협회) 임베디드 카메라와  

센서 API 표준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에 협력하기로  

 

센서와 카메라 제조사, 칩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컴퓨터 비전과 센서 처리에 관련된 업체들에게 탐색 그룹에 참여를 요청 

 

2021 년 2 월 22 일, 미국 오레곤주 비버톤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그래픽스와 컴퓨팅 

상호운용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는 오픈 콘소시엄인 크로노스 그룹 (The Khronos® 

Group)과 컴퓨터 비전 분야를 선도하는 산업체 컨소시엄인 유럽 머신 비전 협회 ( European 

Machine Vision Association, EMVA )는 임베디드 카메라(Embedded Camera) API 탐색 그룹의 

설립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 탐색 그룹에서는 비용 없이 누구든 무료로 임베디드 카메라와 

센서의 제어에 사용될  API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탐색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참여 

기관은 사용사례, 요구사항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가속하고, 임베디드 비전과 센서 처리의 가속과 관련된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색그룹의 활동을 통해 주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경우, 크로노스 그룹과 

EMVA 에 적절한 기구에서 제안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센서 및 카메라 생산자, 칩 벤더, 비전 및 센서 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을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khronos.org/embedded-camera/#getinvolved)  

 

임베디드 카메라 API 탐색 그룹은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최근 카메라 

센서는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추론 가속장치에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고 있다. 임베디드 비전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은 여러 고급 센서 및 카메라의 개발 및 통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방형, 벤더 독립적인 카메라 제어 API 표준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다. 

임베디드 카메라 및 센서에 대한 일관된 상호운용성 표준 및 권고안 세트는 다양한 카메라 

센서, 깊이 센서, 카메라 어레이 및 ISP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다양한 가속 환경에서 다운 스트림 

처리를 위한 정교한 이미지 스트림을 생성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시스템 통합 업체의 배포를 

간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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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색 그룹의 활동은, EMVA 와의 협력과 함께 크로노스 그룹의 이미 잘 증명된 바 있는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대학, 콘소시엄, 오픈소스 

참여기관, 산업계 전문가를 환영하며, 탐색그룹의 참여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모든 참여 

기관은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지며 컨센서스에 기반한 표준화 범위 (Scope of Work, SOW) 관련 

문서를 만들게 된다. 이 문서는 목표와 높은 수준에서 바라본 산업계에 줄 가치를 고려한 

표준화의 방향 등을 서술하게 된다. 탐색 그룹은 2021 일 3 월 25 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수개월간  온라인으로 미팅을 할 예정이다. 

 

탐색 그룹에서의 모든 논의는  간단한 프로젝트 NDA 만 체결하고, 열린 논의를 지향할 

예정이다. 탐색 그룹에서는 모든 사람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나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참여한 기관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작업정의서 (Statement of Work)에 합의에 도달하면, 크로노스 그룹과 EMVA 는 표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표준화 작업과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의 지재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많은 산업계 선도 기업들은 이 탐색 그룹의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는 All3D, Almalence, 

AMD, Apertus, AREA, Arm, Cadence, Codeplay, Collabora, EA, Facebook, Google, Holochip, 

HP, Huawei, LunarG, Mobica, NVIDIA, Oculus, OPPO, Qualcomm, RedHat, Texas Instruments, 

Ultraleap, Valve 와 같은 크로노스, EMVA 회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Allied Vision, Basler AG, 

Baumer, MVTec, 및 Stemmer Imaging AG 와 같은 머신 비전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가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임베디드 카메라 및 센서에 대한 상호 운용성 

API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OpenCL ™, SYCL ™ 및 

OpenVX ™와 같은 가속 API 가 정교한 센서 스트림 처리를 가속하는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Khronos 와 매우 관련이 깊은 주제입니다.우리의 역할은 EMVA 를 매우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조직의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탐색 그룹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Khronos Group 회장 Neil Trevett 

EMVA 회장 Chris Yates 박사 “우리는 임베디드 비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계의 요구를 함께 

이해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Khronos 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EMVA 와 

Khronos 그룹은 모두 업계가 시장에서 마찰을 줄이면서도 신제품을 보다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표준 개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탐색 그룹은 광범위한 업계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접근 방법이며 공개 포럼에서 많은 회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Khronos Group 과 긴밀히 협력하고 비전 커뮤니티를 위한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산업계의 지원  

“임베디드 카메라 및 센서의 고수준의 사용을 위한 API 표준의 부재는 산업의 성장, 협업 및 

혁신을 방해합니다. 기업형 AR 고객 및 시스템 통합 업체 / 부가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모듈형 

시스템과 구성 요소 제공 업체의 에코 시스템의 혁신 사이의 명확하고 개방적인 인터페이스의 

이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및 센서 제어에 대한 표준은 센서 및 AR 컴퓨팅 리소스의 

강력한 새로운 조합, 기존 IT 와의 통합, 미래 솔루션의 비용 및 복잡성 감소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Augmented Reality for Enterprise(AREA)의 상호 운용성 및 표준 

프로그램 리더 Christine Perey. 

libcamera®의 수석 아키텍트 인 Laurent Pinchart 는 "이 탐색 그룹의 설립은 Khronos Group, 

EMVA 및 업계 파트너와 연결하여 모든 Linux 플랫폼에서 임베디드 카메라에 대한 최상의 

경험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Linux 카메라 커뮤니티는 10 년 이상 

임베디드 카메라 영역에서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2 년 

전에 libcamera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고 모바일, 임베디드 및 데스크톱 

시스템에 대한 Linux 카메라 지원을 개선하기위한 야심찬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Exploratory Group 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MVA 소개  

유럽  머신 비전 협회 ( European Machine Vision Association, EMVA)는 비영리 협회로서 유럽 

지역의 머신 비전 산업계를 대표한다. 협회는 2003 년 설립된 이후,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비전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회원사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 왔다. EMVA 은 머신 비전, 컴퓨터 비전, 임베디드 비전 또는 영상 기술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관에도 개방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조사, 시스템 및 기계 개발자, 통합 

개발자, 유통업체, 자문 기관, 연구 및 학술 조직도 포함된다. 모든 회원사는 – 100% 협회의 

주인 역할을 하며 – 네트워킹, 협력,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EMVA 는 4 개의 주요 머신 비전 표준화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이중 널리 사용되는 두개의 

표준으로는 GenlCam 과 EMVA 1288 표준이 있고, 두개의 표준화 이니셔티브로 Open Optics 

Camera Interface (OOCI)와 임베디드 비전 인터페이스 표준 (emVision)이 있다. 

 

크로노스 그룹 소개  

http://www.emva.org/


 
 

크로노스 그룹은 개방형, 비영리, 회원 운영제의 산업체 컨소시엄으로서, 산업계를 선도하는 

150 여 기업이 협력하여 첨단, 무료, 상호운용을 위한 3 차원 그래픽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병렬처리, 컴퓨터 비전 가속, 기계학습에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크로노스의 표준에는 

Vulkan®, OpenGL®, OpenGL® ES, WebGL™, SPIR-V™, OpenCL™, SYCL™, OpenVX™, NNEF™, 

OpenXR™, 3D Commerce™, ANARI™ 및 glTF™가 있다. 크로노스의 그룹의 회원이 되면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표준화 단계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 회원은 표준이 

공개되기 전에 표준 문서와 인증테스트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제품의 개발과 출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Khronos® 및 Vulkan® 은 Khronos Group Inc 의 등록 상표이며, ANARI™, WebGL™, glTF™, NNEF™, 

OpenVX™, SPIR™, SPIR-V™, SYCL™ 와 3D Commerce™ 는 Khronos Group Inc 의 상표임. OpenXR™ 는 

Khronos Group Inc 가 소유한 상표로서 중국, 유럽연합, 일본 및 영국에서 상표 등록 되었음. OpenCL™ 

은 Apple Inc 의 등록 상표이며, OpenGL® 은 Hewlett Packard Enterprise 의 등록 상표이며, OpenGL 

ES™ 과 OpenGL SC™ 로고는 Hewlett Packard Enterprise 가 Khronos Group Inc 에 사용권을 허여 

하였다. 기타 제품명 및 상표, 기업명은 해당 지재권을 소유한 기관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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