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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 ---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분류. “1080”은 세로 해상도의 1080줄 P는 순차주사방식

(Progressive). HDTV의 영상 방식. 

화면비가 16:9 와이드 스크린을 말하며, 이는 가로로 1920 화소를 제공함. 

1920x1080의 해상도(2,073,600 화소)

1080i ---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분류. “1080”은 세로 해상도의 1080줄 I는 비월주사방식(interlaced)

HDTV의 영상 방식

화면비가 16:9 와이드 스크린을 말하며, 이는 가로로 1920 화소를 제공함

LDTV(Low-Definition Television) ---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TV 시스템을 말함

VCD(Video Compact Disc) --- 일반적인 CD를 사용하는 장치

SDTV(Standard definition Television) --- HDTV 시스템에 비해 낮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TV 시스템

으로 아날로그 TV 방송시스템과 비슷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로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말함

SVCD(Super Video CD) --- 표준 CD(Compact Disk)에 저장된 디지털 포맷을 말함

DVD(Digital Video CD) --- 표준 CD에서 더 발전한 모델로 광학 디스크 기술 적용

DV(Digital Video) --- 디지털 영상매체를 위한 포맷

EDTV(Enhanced Definition Television) --- CAE(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특정 디지털 텔레비전 형식으로 SDTV에서 비월주사방식으로 전송되는 480라인의 신호를 순차주사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비월주사된 576라인의 신호를 순차주사방식으로 전송. HDTV 표준의 일부로

들어감

디지털해상도(Digit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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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 고등 TV(Advanced TV)의 일종으로 화질은 35mm영화와 비슷

하며, 음질은 CD와 비슷

HD-DVD(High Definition/Density DVD) --- DVD에서 더 발전한 모델. 블루레이와 경쟁

15GB(single layer) 30GB(dual layer)

Blu-ray Disk(블루레이 디스크) --- 고선명 비디오를 위한 디지털 저장장치 25GB(single layer) 

, 50GB(dual layer)

순차주사방식(Progressive) ---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위에서 한 줄씩 순

서대로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는 영상 표시 방법

▶ 비월주사방식에 비해 깜빡임이 적어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 표시 장치에 사용

▶ 비디오 프로세싱 장치의 구현 용이

▶ 압축하기 편함.

▶ 수직 해상도의 증가. 비월주사방식으로 수신한 방송 신호의 수직해상도는 보통 실제 수직 해

상도 값에 0.6을 곱한것과 같다. 

ex) 1080i(1920x1080 비월주사방식)의 신호가 720p(1280x720)와 비슷

비월주사방식(Interlaced) --- 하나의 영상을 홀수와 짝수 가로줄로 나뉘어 번갈아 가며 표시

아날로그 대역폭을 높이지 않고 텔레비전과 같은 비디오 영상장치에 표시될 영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순차주사방식이 나오기 전 1970년대까지 사용. 오늘날에는 주로 비디오나 SDTV,

HDTV 표준인 1080i에만 쓰임. 비월주사방식은 모든 아날로그 TV방송 시스템에 사용된다

▶ PAL : 초당 50 필드, 625 라인, 짝수 필드 우선

▶ SECAM : 초당 50 필드, 625 라인

▶ NTSC : 초당 59.94 필드, 525 라인, 홀수 필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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