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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clips가 무엇입니까? 

Vclips는 비디오 압축 개발자/테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세트의 비압축("raw") 및 압축 비디오를 

의미합니다.  

Vclips는 비디오 압축 인코더 및 디코더를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엄선되고 명확히 정의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직접 클립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MPEG-4 

ISO 세트를 사용하지 않고 Vclips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적합한 소스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클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클립 세트를 촬영, 선택, 편집, 포맷, 비트 

필드를 변경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화 및 상용화하는 

데는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 소모 

없이 모든 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Vclips를 구입하는 

것이 보다 쉽고 빠르며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직접 

테스트 시퀀스를 만드는 것에 비해 Vclips에서 제공된 

"독립적인" 테스트가 항상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디코더에 

문제/오류가 있으면 인코더에 디코더에서 발생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직접 만든 테스트 

클립은 해당 사용자의 디코더에서는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지만, 그 디코더는 다른 인코더로 인코딩된 비디오는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적혀 있는 자세한 이유를 읽어 보십시오. Vclips를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Vclips가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넓은 테스트 범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Vclips를 사용하면 보다 향상되고 강력한 

인코더/디코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시리즈 

인코더 테스트에 적합한 YUV 소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거의 모든 비디오 소스는 이미 

고압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압축가공물이 존재하며, 

비디오 소스가 YUV로 압축 해제된 후에도 해당 

압축가공물이 여전히 존재하여(보이지 않을 지라도) 

비디오 소스는 인코더에 악영향을 미치고 얻어지는 

결과물을 왜곡시킵니다. 

− 인코더 테스트의 핵심은 사용할 모든 유형의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인코더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항목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팬, 줌, 회전, 전경 및 배경에서 물체 이동, 화면 

내/외부/교차 방향의 물체 이동, 이동 추적과 

같은 이동 유형.... 

■ 사람, 자동차, 건물, 나무, 하늘, 물과 같은 개체 

유형 ... 

■ 색상 - 밝기, 명암 대비, 흑백 영역 

■ 빛의 상태 - 맑은 낮, 흐린 낮 시간, 밤, 해 질 녘 

■ 가는 선, 무아르 패턴과 같은 세부사항 

■ 빠른 줌, 화면 변경, 빠른 밝기 변경, 초점 변경 

등과 같은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 

E-City 시리즈(Show-reel의 제목: 질문 4 참조)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테스트 항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보안하도록 면밀히 설계되었습니다. 

− Vclips 내에서 이러한 모든 다른 매개변수는 올바르게 

문서화됩니다. 예를 들어, 인코더가 "빠른 줌" 또는 

"장면 변경"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경우, 

키워드를 사용하여 해당 클릭을 검색하기만 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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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Conformance 스트림은 이미 인코딩된 

스트림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ISO Conformance 

스트림을 사용하여 인코더를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작은 숫자(~6 - 8)의 YUV 견본(“Foreman”과 같은)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지라도 이것은 극히 제한된 클립 

세트에 불과합니다.  

− 당사는 테스트되지 않아 실제로 인코더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작동 중지 및 충돌 (예. 매우 

빠른 줌 또는 장면 변경)을 야기시키는 인코더들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인코더의 움직임 추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E-Synthetic 

클립 세트는 사전 정의된 프레임별(frame-by-frame)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움직임 추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코더 시리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한 인코더에 대한 훌륭하고 완벽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디코더 시리즈 

− 디코더 테스트에 적합한 인코드(압축)된 파일을 

생성하려면, 디코더를 테스트할 인코드된 클립은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인코더가 아닌 다른 

소스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것은 디코더 시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범위의 모드 및 오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각 

세트의 Vclips는 디코더에 대한 다른 테스트 항목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Vclips를 

테스트(단독으로 또는 다른 테스트 항목과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인코딩 및 구성, 

변경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든 다른 모드 및 테스트는 면밀히 

문서화되므로 사용자의 디코더가 "충돌"하거나 Vclips 

시퀀스 중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다른 디코더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는 아님) 변경된 

사항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코더의 문제 영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오류가 있는 비트스트림 - 고의로 생성한 오류가 있는 

비트스트림을 갖는 것은 자신의 디코더가 비트스트림에 

오류(반드시 발생)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111과 

112 번호가 붙은 Vclips 세트는 오류가 생성되므로 

사용자의 인코더가 이러한 오류로 충돌이 발생할 

것인지 또는 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오류는 해당 설명, 예상되는 반응, 

정확한 비트 위치, 나머지 헤더 구성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문서화됩니다. 이러한 문서는 디코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많은 오류 조건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텍트로닉스가 "실제" 시퀀스에서 발견한 오류들입니다. 

(MPEG-4 ISO/무료 스트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H.264/AVC 디코더를 테스트하기 위해 당사의 해당 

상용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Vclips 테스트 시퀀스에서 모든 구문 요소는 

명시적으로 실행되며 (해당되는 경우) 값의 각 

범위, 상단에서 하단까지 그리고 중간에서 

실행됩니다(JM 세트에는 많은 시퀀스가 있지만 

구문 요소/값은 실제로 각각에서 사용됩니다). 

■ Vclips 는 완전히 문서화됩니다 – 각 구문 

요소의 모든 부분이 표시되어 디코더가 특정 

스트림을 디코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하드카피뿐만 아니라 검색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 보다 많은 횟수의 테스트 – 각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확장 프로파일 및 메인 프로파일에 

대해 100회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 유일무이한 오류 테스트 - JVT 시퀀스에는 

어떠한 오류 시퀀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또는, 적어도 의도적인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디코더로 오류가 있는 비트스트림을 

처리합니다. 

■ 각 구문 요소가 테스트되고 모든 문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디코더의 특정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코드의 일부를 변경했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테스트 비트스트림에 대해 제공된 

하드카피/전자 문서를 빠르게 검색하여 디코더의 

이 새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인코드된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고품질 YUV 소스 파일을 제공하며 또한 YUV 

시퀀스 뷰어/감산기(두 개의 YUV 비트스트림 

간의 시각적 차이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및 

H.264/AVC 디코더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디코더가 생성한 YUV 출력물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H.264/AVC 표준(해당되는 경우 JM 참조 

소프트웨어 포함)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어떠한 

변경사항도 없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시퀀스 

무료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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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MPEG 위원회 및 JVT의 업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포함하여 H.264/AVC의 선두 격인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MPEG-4 ISO Conformance 스트림과 무료 스트림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MPEG-4 ISO Conformance 스트림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심플 프로파일에 대한 

테스트로 제공된 21개 ISO “conformance” 

스트림 중 단지 6개만 심플 프로파일용 표준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비트스트림의 오류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또한 Microsoft “레퍼런스” 디코더는 심플 

프로파일을 준수하는 6개의 스트림 중 3개를 

디코드하지 않습니다(이것 역시 잘 알려진 

오류임). 

■ 그러므로 사용자의 디코더를 이러한 모든 

스트림을 디코드할 수 있도록 (또는 Microsoft 

레퍼런스 디코더의 작동을 모방하도록) 만드는 

경우 심플 프로파일의 MPEG-4 표준을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 무료 스트림에도 유사한 오류가 있습니다(다시 

말하지만, MPEG 위원회에 의해 잘 알려진 

문제임). 

■ 일부 스트림이 올바르게 디코드되지 않습니다 - 

화면 상에 잘못 보입니다. 이는 구문 오류는 

없지만 스트림의 MBs, 동작 백터 또는 다른 

부분에 잘못된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스트림의 화면상 표시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만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디코더는 비준수 디코더가 됩니다. 

■ 이들 중 일부는 잘못 문서화됩니다.  

■ 이들 모두는 문서화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 

스트림 헤더, VOP 및 MBs의 많은 비트 설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약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 적당한 수의 스트림이 있을 지라도 스트림 헤더, 

VOP 및 MBs의 다른 가능성 있는 비트 패턴의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 101-108번의 Vclips 디코더 테스트 세트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코더 및 디코더 시리즈 모두에 대해 

Vclips는 로열티 없이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현/마케팅용으로 사용되거나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예: 귀하의 클립 사용을 문제 삼는 사람이 

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물론 사용자는 

라이센스 계약서를 준수하여 Vclips를 사용해야 합니다.) 

3. Vclips의 인코더 시리즈와 디코더 시리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코더 시리즈는 인코더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압축되지 않은 “원본(raw)” YUV 비디오 시퀀스 세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디코더 시리즈는 특정 비디오 표준에 인코드된 압축 

비디오 시퀀스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디코더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4. 구매하기 전에 일부 Vclips를 볼 수 있습니까? 

제공되는 클립 범위를 보여주는 Vclips “Show reel”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에는 PDF 버전의 사용자 설명서와 각 개별 

클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예가 제공됩니다. 

5. MPEG-1 / MPEG-2와 같은 다른 비디오 

표준과 함께 인코더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시리즈는 다른 인코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YUV 파일입니다. 

6. H.264/AVC 클립은 어떻습니까? 

H.264/AVC Vclips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의 클립 세트가 있습니다. 

−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확장 프로파일 및 메인 

프로파일(각각 VC-301, VC-302 및 VC-303)에 대한 

기능 테스트 

−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확장 프로파일 및 메인 

프로파일(각각 VC-311, VC-312 및 VC-313)에 대한 

오류 테스트 

7. YUV 클립의 인코더 시리즈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텍트로닉스는 Vclips DVD 에 제공된 YUV 시퀀스를 보고 

실행하고 단계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YuvViewer”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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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UV 클립의 디코더 시리즈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사용자 자신의 디코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Vclips CD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작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압축된 비디오를 YUV 파일로 디코딩하는 

프로그램(고의로 생성한 오류가 있는 스트림 모두를 

디코딩 않을 수도 있음) 

제공된 디코더에서 생성된 YUV 시퀀스를 보고 실행하고 

단계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YuvViewer” 

9.“사이트” 라이센스는 무엇을 허용합니까? 

Vclips는 다음과 같이 최대 컴퓨터 대수에 대한 사용에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사이트'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최대 20대 컴퓨터에 

Vclips를 복사/저장/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10. 다른 클립(예: HD)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당사는 이미 일부 인코더 시리즈의 HD 클립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HD 크기는 비디오 표준 및 프로파일에 

따라 제공됩니다. 인코더 시리즈는 인코드되지 않은 

YUV이며 모든 비디오 인코더(H.264/AVC, MPEG-4, MPEG-

2, H.263+, WM9, Real, Divx...)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 시리즈 내에서 H.264/AVC는 HD 이상의 작은 

수의 클립을 가지고 있는 VC-301, VC-302 및 VC-303을 

설정합니다. 

11. 워터마크가 없는 Vclips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구입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압축 개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워터마킹은 당사가 Vclips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안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워터마킹은 비디오 압축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행되며 지상 방송국과 같이 

비디오 소스를 표시하기 위해 워터마크가 있는 많은 '실제' 

비디오 시퀀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텍트로닉스 연락처: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대양주대양주대양주대양주 (65) 6356 3900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41 52 675 3777 

발칸발칸발칸발칸,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및및및및 기타기타기타기타 ISE 국가들국가들국가들국가들 +41 52 675 3777 

벨기에벨기에벨기에벨기에 07 81 60166 

브라질브라질브라질브라질 및및및및 남미남미남미남미 55 (11) 3741-8360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1 (800) 661-5625 

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중앙동유럽,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및및및및 발트국발트국발트국발트국 +41 52 675 3777 

중앙중앙중앙중앙 유럽유럽유럽유럽 및및및및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 +41 52 675 3777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 +45 80 88 1401 

핀란드핀란드핀란드핀란드 +41 52 675 3777 

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 및및및및 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 +33 (0) 1 69 86 81 81 

독일독일독일독일 +49 (221) 94 77 400 

홍콩홍콩홍콩홍콩 (852) 2585-6688 

인도인도인도인도 (91) 80-22275577 

이태리이태리이태리이태리 +39 (02) 25086 1 

일본일본일본일본 81 (3) 6714-3010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44(0) 1344 392400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 및및및및 카리브해카리브해카리브해카리브해 52 (55) 56666-333 

중동중동중동중동,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및및및및 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북아프리카 +41 52 675 3777 

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 090 02 021797 

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 800 16098 

중국중국중국중국 86 (10) 6235 1230 

폴란드폴란드폴란드폴란드 +41 52 675 3777 

포르투갈포르투갈포르투갈포르투갈 80 08 12370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82 (2) 528-5299 

러시아러시아러시아러시아 및및및및 CIS +7 095 775 1064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27 11 254 8360 

스페인스페인스페인스페인 (+34) 901 988 054 

스웨덴스웨덴스웨덴스웨덴 020 08 80371 

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 +41 52 675 3777 

대만대만대만대만 886 (2) 2722-9622 

영국영국영국영국 및및및및 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 +44 (0) 1344 392400 

미국미국미국미국 1 (800) 426-2200 

기타 지역: 1 (503) 627-7111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0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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