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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tric Video Technology

볼륨감 있는 영상 + 사용자의 자유시점

• 2D영상(X,Y)과 360도 영상(X,Y@360도)은 평면(X,Y)에 대한 영상 기술

• 볼륨감 있는 영상은 평면 + 깊이(Z)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입체(X,Y,Z)에 대한 영상 기술

• 공간(X,Y,Z)에서 Object(x1,y1,z1)와 관찰자(x2,y2,z2)가 존재하여, 관찰자의 이동
(x3,y3,z3)에도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함

• 이는 공간(X,Y,Z)에서 관찰자의 이동 즉 시간(t)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



Volumetric Video Capture Technology?

 3차원 공간(즉, 공간의 부피) 물체나 인물을 대상으로 주위에 설정된 카메라 배열을 사용하여
디지털화 하는 기술

 모든 카메라의 출력은 3D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동기화되어 처리되고, 3D 데이터는 다른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 게임 엔진 등의 디지털 세계에 에셋으로 활용 가능함

 Captured Object는 디지털화되어 웹, 모바일 또는 가상 세계로 전송되어 3D Contents로 활용됨

 볼륨감 있는 영상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최종 제품이 정해진 시점이 없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가 모든 각도
에서 시청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 몰입감 있는 Contents 제작에 활용함



Camera Array(Stereoscopic Camera)
 2D(X,Y) Camera 2개로 Depth(Z)를 인식 >> Parity(Depth) Map



Camera Alignment Correction

 만약, 피사체의 입체적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카메라의 상대적 위치 계산과 보정이 가능, Error Value로 촬영 Acceptable 유무를 판단

 P1과 P2가 수평, P2와 P3가 수직이면, 
- 하나의 image plane에서 Xp1 = Xp2, Yp2 = Yp3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차이는 보정 가능

P1과 P2의 길이, P2와 P3 높이를 알면, 
- image plane에서 촬영된 피사체의 길이와 높이를

측정 가능

Image plane
(left)

P1(Xp1,Yp1,Zp1) P2(Xp2,Yp2,Zp2)

P3(Xp3,Yp3,Zp3)

 P1과 P2의 Depth가 같다면
- 두 개의 Camera Z1과 Z2는 동일 해야함

차이는 보정으로 극복 가능

Z1 Z2

 Octolith Chart
- 29개의 ID있는 Chart

- 보정과 함께 Simulation을 통해

알려진 값과 계산 값의 Error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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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Free-Viewpoint Technology

 피사체 주변에 카메라를 균일하게 설치하고 모든 각도에서 대상을 녹화함으로써 Volumetric Video를
Capture함



시점의 중요성

>> 자유로운 시점에서 실사(Photorealistic)와 같은 Video 제공

 Volumetric Captured 3D 모델을 사용해 진짜 카메라가 없었던 자리에 가상의 View Point를 생성해도 완벽한 3D 모
델의 표현이 가능

 Virtual Viewpoint는 User의 상대적인 좌표-> generating 3D models of subjects -> texture mapping to 3D models -> 
generating camerawork 등의 과정을 거쳐 생성

 Volumetric Video는 제작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된 카
메라들로 부터 3D 디지털 데이터 수집

https://www.youtube.com/watch?v=8W8NIGKpGoQ XR Studio;
시점에 따른(Camera moving) 효과를 Object가 아닌 배경에.. 

시점에 따른(Camera moving) 
효과를 Object에..



https://www.youtube.com/watch?v=8W8NIGKpGoQ



Consideration

 카메라 사양
- Depth Camera 사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카메라의 해상도와 품질이 높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음
- RGB, IR Camera를 적용하여 피사체의 다른 특징 정보를 획득하면, 3D build-up시 품질이 개설 될 수 있음

(특징점이 없는 단색 촬영) 
- 어안 렌즈(Fish-eye Lens) 사용은 넓은 FOV에 유리하지만, 굴곡된 Image로 Depth 정보 추출이 어려움

 카메라 설정
- Rig에 있는 각 카메라의 초점 길이가 동일 해야함 (Fixed Focus 사용 또는 Auto Focus off)
- 모든 카메라 촬영은 반드시 동기화되어 동작 해야함 (피사체의 속도, 30 vs 60 fps)

 조명
-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평평하며 고른 조명이 가장 이상적임
- 피사체의 Reflection 영향은 최소화하고, 움직임 속도에 따른 밝기는 최적하 해야함
- 그림자 등의 Light 효과는 데이터를 획득 후, 3D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재가공해야 함
- Hot spot, Spotlighting은 피해야함
- 면의 질감, 굴곡에 따른 음영효과를 위해서는 넓은 영역별 Lighting 정책을 가져가야 함

 배경 및 피사체
- 배경은 카메라 배열로 획득된 데이터 양을 고려하여, 촬영 Image에서 피사체 부분만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단색상 유리

-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 머리, 귀, 손 부위 등 카메라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배치 해야함
- 빛 반사가 심한 Accessory, 두께가 얇은 머리카락은 촬영이 매우 어려움



Jump Studio @ SK T-tower 



Jump Studio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z0yAE2jUOWk



Studio 공간

 https://www.jumpstudio.co.kr/



Main Features



Studio Workflow



Volumetric Capture @ Jump Studio

 100여대의 카메라에서 30/60 fps로 영상을 캡처하고 컴퓨터 비전, AI 및 Cloud를 통해 방대한 양의 Data를 효율
적으로 압축(Face & Finger Detection)

 홀로렌즈와 같은 AR/VR/MR Device부터 모바일까지 광범위한 플랫폼과 장치에서 감상할 수 있는 Volumetric 
Contents 제작 가능



Production Steps



Processing Steps

Point Cloud TexturingMesh 
GenerationCamera Results FinalMesh 

Smoothing



w/ MS MRCS
 https://www.microsoft.com/en-us/mixed-reality/capture-studios



@ Metaverse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Metaverse가 contents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하면서 고품질의 3D(dimension)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디지털 공간에서는 사용자 시점에 대한 자유도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이에 현실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허물
기 위해 실제 인물과 같은 3D 휴먼 모델링 기술이 필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휴먼 모델링 방식은 디지털 휴먼으로 대표되는 가상의 디지털 인간 모델링 기술과
현실 세계의 인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한 실제 인물을 촬영하는 Volumetric Video
Capture기술로 분류 할 수 있음

 Jump Studio는 Volumetric Capture에서 사람의 몸 전체와 함께 특히, 얼굴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촬영하여, 이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인물과 가장 유사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화 하는 Studio임



소개 영상



적용 사례

 https://www.jumpstudio.co.kr/projects

 Enjoy various Volumetric Contents of popular celebrities



적용 사례

* 출처 : Dave Me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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