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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 HEVC Advance 특허 풀 합류
미국 보스턴, 중국 선전 – (2020 년 12 월 10 일) – 독립 라이선스 관리업체 Access
Advance 는 오늘 유명 스마트기기업체 OPPO 가 HEVC Advance 특허 풀에 라이선스
사용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OPPO 는 HEVC/H.265 비디오 코덱 표준 이행에
필수적인 전세계 13,000 여 개 (현재 계속 증가 중) 이상의 특허 사용권을 얻게 된다.
Access Advance 의 Peter Moller 대표이사는 “OPPO 가 당사 HEVC Advance 프로그램에
합류한 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커다란 보증이며 이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스마트기기 업체인
OPPO 는 연구, 혁신, 지적재산 투자를 통해 차세대 비디오 코덱 VVC 를 포함하여
이동통신과 미디어 업계의 여러 차세대 표준의 개발에 선구적으로 기여해 왔다. OPPO 의
HEVC 프로그램 참여와 VVC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OPPO 의 지적재산 수석 담당자 Adler Feng 은 “HEVC Advance 는 라이선스 허가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고 FRAND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협업적인
특허 플랫폼”이라면서 “OPPO 는 HEVC Advance 특허 풀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증진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OPPO 소개:
OPPO 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기기 브랜드입니다. 2008 년 최초의 휴대폰
“Smiley Face” 출시 이후 OPPO 는 심미적 만족과 혁신적 기술 간의 완벽한 시너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오늘날 OPPO 는 Find X 와 Reno 시리즈를 대표작으로 하여
광범위한 스마트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OPPO 는 자사의 사용자들에게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ColorOS 운용시스템과 OPPO Cloud, OPPO+ 등의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OPPO 는 40 여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런던에 있는 International Design Center 를

비롯해 6 개의 연구기관과 4 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PPO 의 40,000 여
직원들은 전세계 고객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Access Advance 소개:
Access Advance LLC(구 "HEVC Advance LLC")는 가장 중요한 표준 기반 비디오 코덱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의 라이선스를 위한 특허 풀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라이선스 관리 회사입니다. Access Advance 는 특허 소유자와 특허 실시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Access Advance 는 현재 H.265/HEVC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 실시를 위한 HEVC Advance 특허 풀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VVC/H.266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 실시를 위한 VVC Advance 특허 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ccess Advance 또는 HEVC Advance 특허 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ccessadvance.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중인 VVC Advance 특허 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업개발담당 SVP 인 Paul Bawel (이메일
Paul.Bawel@accessadvance.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