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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록 디바이스는 BD 등의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기록 매체 상에 인코딩된 비디오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한다. 이

디바이스는 DVB-MHP 등의 메시지들에 포함된 비디오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입력 유닛(9)을 갖는다. 이 디바이스는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추출하는 메시지 유닛(92, 94)을 갖는

다. 메시지들은 비디오 정보와 별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들로서 메시지 파일 중에 저장된다. 이 디바이스는

메시지 파일 내의 메시지들을 액세싱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파

싱 유닛(95)을 갖는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는 메시지 인포 파일 내에 저장된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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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매체, 메시지, 실시간 정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기록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정보 기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정보 기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디바이스 및 방법은 WO01/33852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디지털로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인코딩 표준, 예를 들면 MPEG2 포맷에 따라 기록 매체 상에 기록된다. 데이터 스트림은 퀴즈 응답 옵션

들 또는 라이브 스탁 인용 부호들(live stock quotes) 등의 비디오 프로그램 및 대화식 기능들 또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과 함께 비디오 및 푸쉬된 대화식 데이터를 포함한다(즉, 사용자들이 그러

한 데이터를 요청하는지 여부가 사용자들에게 전달됨). 데이터 스트림은 수신 디바이스에 방송되고, 푸쉬된 대화식 데이터

를 나타내는 1개 이상의 응용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한다. 응용 데이터 객체들은 비디오 데이터를 렌더링하면서 사용자에

게 많은 대화식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기 위해, 파일 테이블을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객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림이 수신될 때, 개별 데이터 객체들이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다. 이어서, 객체 특성들 및 파일 테이블을 수반

하는 데이터 객체들이 저장된다. 따라서, 푸쉬된 대화식 데이터는 풀된 대화식 데이터로 전환되고, 즉, 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제어 하에 있다. 데이터 스트림을 그것이 수신된 그대로 전체로서 저장하는 것인 많은 단점을 가질 수 있음에 주

의하자. 예를 들면, 랜덤하게 선택된 순간에 프로그램을 렌더링하기 시작할 때, 임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는 그것이 데

이터 스트림 내에 (다시)포함될 때까지 대기한 후에만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객체들은 파일들로서 개별적으로 저

장되고, 임의의 시점에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객체들을 파일들로서 저장하는 것은 모든 애플리

케이션에 적절한 미리 결정된 파일 포맷 및 파일 액세싱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한편, 파일 테이블 정보는 데이터 스트림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휘발성 저장 포맷을 통해 데이터 스트림 내에 포함된 비디오 및 대화식 애플리케이션들을 저장할 수 있

고,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오퍼레이팅되는 현존하는 기록 및 재생 디바이스들과 호환될 수 있는 디지털로 인코딩

된 실시간 정보 및 대화식 애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하는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기록 및 재생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제1 양상에 따라,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디바이스는,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마크들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수단;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

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입력 유닛으로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실시간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

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상기 입력 유닛; 상기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추출하기 위한 메시지 수단으로서, 상기 메시지들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수단; 애

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파싱 수단(parsing means); 및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의 메시지 파일 내에 상

기 메시지들을 상기 프로그램을 위한 일련의 메시지들로서 저장하고, 메시지 인포 파일(message info file) 내에 상기 애

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어 수단(20)으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는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메시

지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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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양상에 따라,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렌더링하기 위해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디바이스는, 미

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마크들을 판독하는 판독 수단; 및

메시지 인포 파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에 포함된 액세싱 정보에 기초

한 메시지 파일로부터 메시지들을 검색함으로써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

도 하나의 서브셋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어 수단으로서, 상기 메

시지들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 파일은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로 저장되는, 상기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양상에 따라, 기록 매체는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향상된 사용자 프로

그램 위에서, 트랙(9)내의 기록 매체 마크가,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른,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

보;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의 메시지 파일로서, 상기 메시지 파일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상기 메시지 파일; 및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상기 메시지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 인포 파일을 나타낸다.

그 조치들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이 별개의 메시지 파일 내에 저장된 효과들을 갖는다. 메시지 인포 파일은 메시지

파일로부터 개개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검색하는 액세싱 정보를 갖는다. 메시지 인포 파일은 즉각적 렌더링을

위해 제공된 바의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정보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된다. 메시지 파일 및 메시지 인포 파일은 연기된 렌더

링 및 대화식 기능들이 요구될 때 사용하기 위한 렌더링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스트림 내에 송신기에 의해 포함된 파일정보와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용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이 제공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많은 수의 상이한 대화식 애플리케이션들이 공급될 수 있고 단지 메시지 파일 및 메시지 인포 파일

을 사용하여 랜덤하게 액세스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다음 인식에 기초한다. 본원 발명자들은 각각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용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스

트림을 파싱하고 데이터 객체들을 추출하는 것이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수신기를 필요로

함을 알았다. 메시지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그 메시지들을 통해 신속히 항행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발생시키는 메시

지 저장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즉각적 재생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에 기초한다. 따라서, 전송되는 바의 메시지들

에 기초한 저장 시스템은 WO 01/33852호의 애플리케이션 파일들에 기초한 저장 시스템보다 복잡하지 않고 보다 휘발성

이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수신기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하고, 일련의 메시지들보다 오히려 파일들의 세트로

서 저장 디바이스 상에 데이터 객체들을 저장하는 별개의 데이터 객체들 내로 푸쉬된 데이터를 파싱하도록 구성된다.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에서, 파싱 수단은 메시지 인포 파일 내에 다음: 일련의 메시지들 내의 메시지를 식별하는 메시지 번

호; 메시지 유형 지시자; 메시지 파일 내의 시작 위치; 메시지의 길이; 다음 메시지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메시지에 대해 포

함하도록 배열된다.

이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에서, 메시지 수단은 파싱 유닛에 의해 추출된 메시지들로부터 잉여 정보를 제거하도록 배열된다.

이는 저장될 정보의 양이 감소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또는 판독 디바이스, 기록 매체 및 방법의 추가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특허 청구항들에 주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도면(정면도).

도 1b는 기록 매체를 도시하는 도면(단면도).

도 2는 기록 및/또는 판독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BD 기록 중인 층들의 블록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BD 기록 포맷에 따라 비디오의 기록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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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애플리케이션층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BD 시스템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MPEG-TS에서 MHP 데이터의 메시지들에 대한 전송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캐루젤을 위한 그룹들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메시지들 및 메시지 인포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MHP 데이터를 저장할 때의 애플리케이션층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메시지 파일의 레이아웃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메시지 인포 파일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MHP 데이터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이들 양상들 및 기타 양상들은 수반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 설명에서 예로써 기재된 실시예들을 추가로 참

조함에 따라 명확하고 명백해질 것이다.

상이한 도면들에서 대응하는 요소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들을 갖는다.

도 1a는 트랙(9) 및 중심 홀(10)을 갖는 디스크형 기록 매체(11)를 보여준다. 정보를 나타내는 일련의 기록된(될) 마크들의

위치인 트랙(9)은 정보층 상의 병렬 트랙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나선형 회전 패턴에 따라 배열된다. 기록 매체는 광학

적으로 판독될 수 있고, 광학 디스크라 칭하고, 기록 가능한 유형의 정보층을 갖는다. 기록 가능한 디스크의 예들은 CD-R

및 CD-W 및 DVD+RW 중의 DVD의 기입 가능한 버전들 및 블루-레이 디스크(Blue-ray Disc; BD)라 칭하는 청색 레이

저들을 사용하는 고밀도 기입 가능 광학 디스크이다. 정보는 트랙을 따라 검출 가능한 마크들, 예를 들면 페이스 변화 물질

중의 결정질 또는 무정형 마크들을 광학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정보층 상에 나타내진다. 판독 가능한 유형의 기록 매체 상의

트랙(9)은 블랭크 기록 매체의 제조 중에 제공된 미리-엠보싱된 트랙 구조에 의해 지시된다. 트랙 구조는 예를 들면 스캐

닝 중에 판독/기입 헤드가 트랙에 따르게 하는 프리그루브(pregroove)(14)에 의해 구성된다. 트랙 구조는 위치 정보,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정보 블록들이라 칭하는 정보 유닛들의 위치를 지시하기 위한 어드레스들을 포함한다.

도 1b는 기록 가능한 유형의 기록 매체(11)의 라인(b-b)을 따라 취해진 단면도이고, 여기서 기록층(16) 및 보호층(17)과

함께 투명한 기판(15)이 제공된다. 보호층(17)은 추가의 기판층을 포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DVD에서와 같이 기록층은

0.6mm 기판이고, 추가의 0.6mm 기판이 그의 배후 측면에 결합된다. 프리그루브(14)는 기판(15) 물질의 홈 또는 고지로

서 또는 그의 주변에서 벗어나는 물성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기록 매체(11)는 DVD 포맷과 같은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기록된 MPEG2 인코딩된 비디오 정보와 같이 디지털로

인코딩된 비디오를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도된다. DVD 디스크에 관한 추가의 세부 사항들은 참조 문헌: ECMA-

267: 120mm DVD-판독 전용 디스크-(1997) 및 대응하는 DVD 비디오 기록 명세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BD 기록 포맷은

시스템 설명서 블루-레이 디스크 재기입 가능한 포맷(Blue-Ray Disk Rewritable Format), 특히 파트 3: 2002년 6월호

버전 1.0, 시청각 명세서(Audio Visual Specifications)에 기재되어 있다. 관련 양상들은 도 3 및 4를 참조하여 아래 기재

된다. 가정용 플랫폼을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방송하고 수송하는 것은 추가로 MHP로 언급되는 표준화 문서 ETSI TS

101.812호에 기재되어 있는 한편, 관련 양상들은 도면 XXX를 참조하여 아래 기재된다.

도 2는 기입될 수 있거나 또는 재-기입될 수 있는 유형의 기록 매체(11) 상에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기록 및(또는) 판독 디

바이스, 예를 들면 CD-R 또는 CD-RW, 또는 DVD+RW 또는 BD를 보여준다. 이 디바이스는 기록 매체 상의 트랙을 스캐

닝하는 기록 수단을 구비하고, 그 수단은 기록 매체(11)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 유닛(21), 헤드(22), 트랙 상의 방사상 방

향으로 헤드(22)를 거칠게 위치시키는 포지셔닝 유닛(25) 및 제어 유닛(20)을 포함한다. 헤드(22)는 기록 매체의 정보층의

트랙 상에 방사선 스폿(23)에 집중된 광학 소자들을 통해 안내되는 방사선 빔(24)을 발생시키는 공지된 유형의 광학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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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포함한다. 이 방사선 빔(24)은 방사선 소스,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해 발생된다. 헤드는 방사선 빔의 광학축

을 따라 방사선 빔(24)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포커싱 액추에이터(도시되지 않음) 및 트랙의 중심에서 방사상 방향으로 스폿

(23)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트래킹 액추에이터를 추가로 포함한다. 트래킹 액추에이터는 광학 소자를 방사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코일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대안으로 반사 소자의 각을 변화시키도록 배열될 수 있다. 정보를 기입

하기 위해, 방사선은 기록층 내의 검출 가능한 마크들을 광학적으로 생성하도록 제어된다. 마크들은 임의의 광학적으로 판

독 가능한 형태, 예를 들면 염료, 합금 또는 페이스 변화 물질 등의 물질들 내에서 기록될 때 얻어진, 이들의 주변과 상이한

반사 계수를 갖는 영역의 형태 또는 자기-광학 물질에 기록될 때 얻어진 이들의 주변과 상이한 자화 방향을 갖는 영역의

형태일 수 있다. 판독하기 위해 정보층에 의해 반사된 방사선은 판독 신호 및 추가로 상기 트래킹 및 포커싱 액추에이터들

을 제어하는 트래킹 에러 및 포커싱 에러 신호를 포함하는 검출기 신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헤드(22) 내에서 보편적인 유

형의 검출기, 예를 들면 4-쿼드런트 다이오드에 의해 검출된다. 판독 신호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복조기, 디포맷터 및 출

력 유닛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유형의 판독 프로세싱 유닛(30)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검색 수단

은 구동 유닛(21), 헤드(22), 포지셔닝 유닛(25) 및 판독 프로세싱 유닛(30)을 포함한다. 이 디바이스는 실시간 정보를 렌

더링하기 위한 판독 프로세싱 유닛(30)에 결합된 렌더링 유닛(36), 예를 들면 비디오 정보를 렌더링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디바이스는 헤드(22)를 구동하기 위해 기입 신호를 발생시키는 입력 신호를 처리하는 기입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하고,

그 수단은 입력 유닛(27), 및 포매터(28) 및 변조기(29)를 포함한다. 제어 유닛(20)은 정보의 기록 및 검색을 제어하고, 사

용자 또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명령들을 수신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제어 유닛(20)은 제어 라인들(26), 예를 들면 시스템

버스를 통해 상기 입력 유닛(27), 포매터(28) 및 변조기(29)에, 판독 프로세싱 유닛(30)에, 및 구동 유닛(21) 및 포지셔닝

유닛(25)에 접속된다. 이 제어 유닛(20)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절차들 및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

회로,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 메모리 및 제어 게이트들을 포함한다. 제어 유닛(20)은 논리 회로들 중에 상

태 기계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입력 유닛(27)은 적어도 하나의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 예를 들면 향상된 사용자 프

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MHP 등의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의 수송 스트림을 수신하고 처리한다. 데이터 스트림은 예를 들

면 도 7 및 8을 참조하여 아래 설명된 바의 캐루젤로 전송된 실시간 프로그램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

한다. 보편적으로 모듈이라 칭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의 서브셋은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한다. 선택된 프로그램의 데이터 스트림은 도 9를 참조하

여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제어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데이터를 포매팅하기 위해 포매터(28)로 통과된다. 컴퓨터 애플

리케이션들에 대해, 정보는 포매터(28)에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포매터(28)의 출력으로부터 포맷된 데이터는

헤드(22)를 구동시키는 변조된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채널 코더를 포함하는 변조 유닛(29)으로 통과된다. 추

가로, 변조 유닛(29)은 변조된 신호의 동기화 패턴들을 포함하기 위한 동기화 수단을 포함한다. 변조 유닛(29)의 입력단에

제공된 포맷된 정보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고,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제어 유닛(20)의 제어 하에 기록 매체 상

의 대응하는 어드레스 가능한 위치들에 기입된다. 추가로 텍스트에서 그러한 포맷의 예로서 BD의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

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DVD+RW 등의 기타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디바이스는 아래 기재된 바의 파일들로부터 제어 유닛(20)의 제어 하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유닛(32)을 구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판독 유닛(30)을 통해 검색된 실시

간 정보와 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도 2에 나타낸 바의 디바이스는 기록 및 재생 기능들을 가짐에 주목하자. 대안으로, 재생을 위한 판독 디바이스는 단지 기

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대응 소자를 갖고, 스캐닝 소자들 및 판독 프로세싱 회로를 포함하지만, 입력 유닛

(27), 포매터(28) 및 변조기(29)는 갖지 않는다.

MPEG 수송 스트림 등의 수송 스트림들의 기록은 BD 시스템에 정의된다. BD-RE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으로부터 수신

된 MPEG2 수송 스트림들을 저장하기 위한 모드들이 명시되어 있다. 기록하는 동안, 스트림이 분석되고, 특징 데이터는 메

인 수송 스트림 외부에서 구동되고 저장된다. 수송 스트림 외부에 이러한 특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된 이유는 선택된 프

리젠테이션 시간에 렌더링을 시작하고, 플레이리스트들의 편집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랜덤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지된 BD 시스템에서, 특성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 자체에 관한 것이고, MHP와 같은 별개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어

떠한 단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테잎에 기초한 기록 시스템들에서 전체로서 데이터 스트림이 기록되는 것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DV 시스템(현재 캠

코더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만 사용됨)에서 DV 테잎들 상에 MPEG2 수송 스트림들을 기록하기 위한 명세서들이 만들

어지고 있다. 그 명세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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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HD 디지털 VCR 컨퍼런스 [블루 북(Blue Book)]에 의해

"6.3 mm 자기 테잎을 사용하는 소비자 사용 디지털 VCRs의 명세서들(Specifications of Consumer Use Digital VCRs

using 6.3mm magnetic tape),

파트 7: 소비자-사용 디지털 VCR의 DVB 명세서들(DVB Specifications of Consumer-Use Digital VCR)

파트 8: 소비자-사용 디지털 VCR의 ATV 명세서들(ATV Specifications of Consumer-Use Digital VCR)"에 기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DVHS 시스템은 디지털 방송들로부터 (부분) MPEG 수송 스트림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MPEG TS는 그것이 방송국(스트리머 모드)으로부터 수신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장된다. DVHS는 다음:

2000년 7월, 일본의 빅터 컴퍼니에 의한 "D-VHS 시스템 표준(D-VHS system standard)"에 기재되어 있다.

도 3은 BD 기록 중에 층들의 블록도를 보여준다. 입력단(40)에는 수송 스트림이 있고, 출력단(45)에서는 포맷된 데이터가

사용하기 유효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45) 및 포맷된 데이터의 추가의 처리는 표준화되지 않는다. 수송 스트림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상으로 또는 빌트인 튜너에 의해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 DB 시스템의 층들은 시스템 설명 블루-레이 디스크

재기입 가능한 포맷의 상이한 부분들에:

- 물리층(44)은 파트 1에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디스크(11) 상의 물리적 기록 특성들이 설명된다. 물리층과 파일 시스템

층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논리 어드레스 공간이 있다

- 파일 시스템층(43)은 파트 2에 기재되어 있다. 파일 시스템 층에서, FS 데이터 베이스는 물리층(44)으로부터 논리적 어

드레스 공간 상의 애플리케이션층(42)으로부터 파일들을 매핑한다. 더욱이, 이 층에서, 일부 할당 규칙들은 실시간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된다.

- 애플리케이션층은 파트 3에 주어지고, 여기서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필요한 프로세싱, 예를 들면 MEPG2 수송 스

트림들을 저장하는 것이 명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 4는 BD 기록 포맷에 따른 비디오의 기록을 보여준다. 데이터 스트림은 입력단(46)에 인가된다. 프로그램 선택 유닛

(47)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이 수행된다. 기타 프로그램들로부터 TS 패킷들이 제거된다. 결과의 스트

림(48)은 "부분 수송 스트림(Partial Transport stream)"이라 칭한다. 프로그램 선택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송신기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프로그램 선택은 수송 스트림이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필요치 않다. 각각의 TS 패킷

의 적절한 타이밍을 유지하기 위해, 타임 스탬프가 모든 나머지 TS 패킷에 부가된다. 타임 스탬프는 TS 패킷의 도달 시간

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하는 동안 TS 패킷들의 정확한 타이밍이 복구될 수 있다. 다음 스트림 유닛(50)에서,

19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소스 패킷들(수송 스트림 패킷+타임 스탬프)이 유닛들 내로 패킹되고, 유닛들은 클립-스트림

파일 내로 연결된다. 다음 기록을 위해, 새로운 클립-스트림 파일이 생성되고 저장된다. 또한, 스트림(48)에는 유입되는

TS를 파싱하고, 클립인포 파일에 저장된 프로그램 및 수송 스트림의 특성들을 구동하기 위한 비디오 파싱 유닛(49)이 결

합된다. 클립인포 파일은 또한 스트림 파일 (이른 바 CPJ(특징적 포인트 정보(Characteristic Point Information)) 테이블

과 함께) 내의 위치를 지정하는 프로그램 내의 프리젠테이션 파일로부터 매핑을 포함한다. 정의에 의해, 클립은 스트림 파

일 + 대응하는 클립 인포 파일로 구성된다. 클립인포 파일 내에 많은 서브테이블들이 있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ClipInfo() : 일반적 코딩 조건들 등.

■SequenceInfo() : 동일한 시간 베이스를 갖는 스트림의 부분들.

■ProgramInfo() : 동일한 프로그램 관련된 인포를 갖는 스트림의 부분들.

■CPI() : 스트림의 엔트리 지점들.

■ClipMark() : 마크들의 위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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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sPrivateData(): 이러한 스트림 파일에 대한 프라이빗 데이터.

플레이리스트 유닛(52)은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기 위해 비디오 파싱 유닛(49)에 결합되기도 한다. 플레이

리스트는 많은 서브-테이블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다음과 같다:

■User-Appl-Info(): UT(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일반 정보.

■PlayItems() : 플레이리스트는 많은 플레이항목들로 구성된다.

■PlayListMarks(): 마크들의 위치 및 종류.

■MakersPrivateData(): 이러한 스트림 파일에 대한 프라이빗 데이터.

도 5는 애플리케이션층의 구조를 보여준다. 플레이리스트 레벨(55)은 플레이리스트 파일들의 크기를 포함한다. 플레이리

스트 파일은 많은 플레이항목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플레이항목은 클립 레벨(56) 상의 클립인포 파일을 통한 클립의 프리

젠테이션-시작 시간 및 프리젠테이션-종료 시간을 의미한다. 클립-스트림 파일 내에서 판독을 시작하는 위치는 클립인포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는 상이한 클립들에 속하는 플레이항목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디스크 상의 AV 콘텐트를 변화시키지 않고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6은 BD 시스템을 위한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준다. 호환성의 이유로, 디렉토리 구조 및 파일 명칭은 BD 시스템의 파트

2/3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루트 디렉토리(61)에서, 서브디렉토리 BDAV(62)는 BD 파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추가의 서브디렉토리들(PLAYLIST, CLIPINFO, STREAM)은 대응하는 파일들을 포함한다. 플레이리스트 파일들은

플레이리스트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클립인포 파일들을 CLIPINF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스트림 파일들은 STREAM 디렉

토리에 저장된다. 루트 디렉터리에서, 추가의 파일들을 포함하는 다른 디렉토리들(63)이 정의되지만, 이들 파일들은 BD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무시된다(v1.0).

도 7은 MPEG-TS 중에서 MHP 데이터의 메시지들에 대한 전송 포맷을 보여준다. MHP 데이터가 어떻게 패킷되고 전송되

는가 하는 방식은 MHP 명세서로부터 알게 된다. 시청각(AV) 콘텐트는 MPEG 수송 스트림(TS) 멀티플렉스로 전송된다.

추가의 정보는 MPEG-TS 멀트플렉스에서 역시 멀티플렉스된 캐루젤(65)로 전송된다. 애플리케이션의 제1 전송은 그 애

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버전 번호로 갱신될 수 있다. 중요한 사

실들인 캐루젤로 전송된다.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MHP)에서, 객체 캐루젤은 MHP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데이터 캐루젤들은

DASE(디지털 TV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환경) 및 ISDB(통합 서비스 디지털 방송)을 위해 사용된다. 이 둘 간의 차이

점들은 전송 및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참조하는데 있다. 데이터 캐루젤들은 보다 단순하다. 데이터 캐루젤 및 객체 캐루

젤의 전송은 약간 다르지만, 나머지 설명을 위해, 그 차이는 저장이 전송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 아

래의 이러한 텍스트에서, MHP 객체 캐루젤이 설명을 위해 사용되고, 동일한 기술이 데이터 캐루젤들에 대해 사용될 수 있

다.

상위 도면은 이른 바 BIOP 메시지들(BIOP = 방송 인터 ORB 프로토콜, ORB = 객체 요청 브로커)이라 칭하는 MHP에 대한

메시지(66)을 보여준다. 이 메시지들은 헤더(67) 및 서브 헤더(68)를 갖는다. MHP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사건들(Obj-

1[Dir]), 파일 사건들(Obj-1[파일]) 및 스트림 및 스트림 사건(Obj-1[스트림]) 디렉토리에 대한 메시지들이 존재한다.

이 메시지들은 단일 객체의 데이터 및 속성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 모듈(69)(하나의 모듈은 여러 개의 BIOP 메시지들

(66)을 포함할 수 있음)로 방송된다. BIOP 메시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 메시지 헤더(67) [메시지의 버전 및 길이]

- 메시지 서브-헤더(68) [객체 유형[파일, 스트림, 디렉토리] 등의 운반된 객체에 관한 정보]

- 객체-키 [모듈 내의 독특한 식별자]

- 메시지 본문 [객체-유형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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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중에, 모듈들은 모듈의 최종 DDB를 제외하고 동일한 길이를 갖는 다운로드-데이터-블록들(DDB)(70)로 부분-분할

된다. DDB 헤더(71)는 DDB마다 부착되고, 헤더의 콘텐츠는 모듈-id 및 모듈 내의 데이터 블록 번호에 관한 것이다.

DDB(헤더 포함됨)는 IEC13818-1에 기재된 MPEG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들(72)에 전송된다. 선택 헤더(73)가 부가

된다. 선택 헤더(73)는 MPEG TS 멀티플렉스에서 섹션들의 전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섹션들은 TS 패킷들(74) 내에

서 전송된다. 각각의 TS 패킷(74)은 TS 패킷 헤더(75)를 갖고, 임의로 적응형 헤더, 포인터 필드 및(또는) 패딩을 갖는다.

TS 패킷들은 멀티플렉스 내의 프로그램들로부터 다른 TS 패킷들과 함께 멀티플렉스된다. TS 패킷 헤더(75)는 MPEG TS

멀티플렉스 내에 TS 패킷의 전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객체 캐루젤에서 일부 BIOP 제어 메시지들이 전송되기도 한다. 이들 메시지들은 MPEG-TS 로부터 모듈들을 검색하기 위

해 사용된다. 데이터 캐루젤에서, 서비스 정보(SI) 중의 현존하는 디스크립터들은 데이터 캐루젤로부터 모듈들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8은 캐루젤을 위한 그룹들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룹(80)은 여러개의 모듈들(69)을 포함한다. 모듈들에 관한 정보는 모

듈-인포(Module-Info)(82)에 포함된다. 수퍼 그룹(81)은 여러개의 그룹들을 포함한다. 그룹들에 관한 정보는 그룹-인포

(Group-Info)(83)에 포함된다. 따라서, 객체 또는 데이터 캐루젤은 많은 모듈들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도 9는 메시지들 및 메시지 인포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림의 프로세싱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선택 유닛(91)에서, 선

택된 프로그램으로부터 TS 패킷들은 멀티플렉서(92)로 통과되는 한편, 다른 TS 스트림들로부터 다른 패킷들이 제거되고,

그에 따라 부분 TS 스트림이 초래된다. 이어서, (DVB) 프로그램으로부터 MPEG TS 패킷들은 상기 도 4에 기재된 바와 같

이 클립-스트림 파일, 클립 인포 파일 및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들을 갖는 비디오 프로세싱 유닛(93)에 DVB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멀티플렉서(92)에 의해 MHP TS 패킷들로부터 분리된다. 디-멀티플렉서(92)는 추가로 데이터 스

트림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추출하기 위해 메시지 유닛(94)에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발생시키는 파싱 유닛(95)에

MHP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기 메시지들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한다. 파싱 유닛에서, MHP 패킷들은 SI 디

스크립터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파싱된다. 제어 수단(20)은 MHP 애플-파일(MHP Appl-file)이라 칭하는 메

시지 파일(프로그램을 위한 일련의 메시지들로서 실시간 정보로부터 분리됨)에서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MHP 인포 파일이

라 칭하는 메시지 인포 파일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저장하도록 배열된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는 아래 상세

히 기재된 바의 메시지 파일 중의 메시지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한다. 그 기능들은 도 2에 의해 기재된

바와 같이 포매터(28) 및(또는) 제어 유닛(20)에 포함된다.

메시지 유닛(94)의 일 실시예에서, MHP 패킷들의 잉여 정보가 제거된다:

- TS 패킷 헤더 정보가 제거된다.

- 선택 헤더 정보가 제거된다.

- DDB 헤더 정보가 제거된다.

- 잉여 메시지들이 제거된다. 메시지들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전송될 때 남는다. 예를 들면, 하나의 모듈 내의 메시지들 중

의 하나가 갱신되는 경우, 전체 모듈은 새로운 버전을 갖는 한편, 다른 메시지들은 여전히 동일할 것이다. 저장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는 메시지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정보가 시간 시프트 재생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이들

메시지들은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대안의 참고 사항들은 WO 01/3385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생성될 수 있었다. 나머지

메시지들은 MHP-애플 파일에 저장된다.

도 10은 MHP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애플리케이션 층의 구조를 보여준다. 도 5를 참조하여 기재한 항목들 외에, MHP인포

(1)이라 칭하는 메시지 인포 파일(101)이 저장되어 있다. MHP 메시지들이라 칭하는 추가의 메시지 파일들(102)은 클립-

스트림 파일들에 대응하여 저장되어 있다.

도 11은 메시지 파일의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이 메시지 파일은 일련의 메시지들(111)을 포함한다. 메시지(1)이라 칭하는

제1 메시지(112)는 모듈(1) 버전(1)으로부터 유래하고; 메시지(2)이라 칭하는 제2 메시지(113)는 모듈(3) 버전(1)으로부

터 유래하고; 메시지(3)이라 칭하는 메시지(114)는 다시 모듈(1) 버전(1)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많은 메시지들이 함

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듈을 구성한다. 모든 모듈들로부터 모든 메시지들은 파일 내에서 번호 매김되고, 연결된다. 이

들이 저장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도달 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 파일 내의 메시지들로부터 액세싱 정보는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참조하여) 메시지 번호 및 활성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으로 MHP-인포 파일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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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메시지 인포 파일의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MHP-인포라 칭하는 파일에서, 엔트리들의 테이블이 포함된다.

MHP-인포 파일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다음을 갖는 일반적 인포

■애플리케이션 명칭.

■요구되는 기준 데이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유효 기간.

■대응하는 MHP-애플 파일.

■판독될 제1 메시지 (객체) (선택적)

□객체 엔트리들의 번호

□각각의 엔트리에 대한 표

■MHP-애플 파일에서 메시지(객체) 번호

■메시지(객체)의 종류.

■MHP-애플 파일에서 시작 위치 [정확한 바이트]

■메시지의 길이(바이트로)

■활성 기간 시작(프로그램의 프리젠테이션 시간)

■활성 기간 종료(프로그램의 프리젠테이션 시간)

■메시지 번호 x에 의해 계속된다.

MHP-인포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랜덤 액세스를 가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판독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에서, MHP-인포 파

일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판독된다. (프리젠테이션 시간에서) 매 순간, 어떤 메시지들이 활성화되는지 알게 된다.

MHP-인포 파일에서 1개 이상의 캐루젤이 존재할 수 있음이 주목된다.

도 13은 MHP 데이터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준다. MHP-애플 파일(131) 및 MHP-인포 파일(132)은 버전-1 시스

템들이 예를 들면 MHPINFO라 칭하는 새로운 서브-디렉토리(130)를 제공함으로써 MHP 데이터 없이 프로그램을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BD 디스크 상에 저장된다. BD 시스템의 이미-존재하는 버전 1.0은 MHPINFO 디렉토리의 콘텐츠를 무

시할 것이다. MHP 버전은 MHPINFO 디렉토리를 인식할 것이다. MHPINFO 디렉토리의 파일들은 그룹-4 (파트-2에 명

시된 바)이다. 이들은 합해진 파일들에 대한 LB 영역 외부에 저장된다.

본 발명은 주로 BD를 사용하는 실시예들에 의해 설명되더라도,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을 갖는 DVD+RW와 유사한 실시예

들이 애플리케이션-데이터의 저장을 적용하는데 적절하다. 더욱이, 그러한 미리 결정된 포맷의 버전은 메시지 파일 및 메

시지 인포 파일에 대한 특이적 저장 위치를 표준화시킬 수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정보 매체에 대해, 광학 디스크가 기재

되어 있지만, 자기-광학 디스크 또는 자기 테잎 등의 다른 매체가 사용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 "포함하는"이라는 단

어는 열거된 것들 이외의 요소들 또는 단계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요소에 선행하는 단수 표현은 복수개의 그러한 요

소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임의의 참조 부호들은 특허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본 발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어 모두에 의해 구현될 수 있고, 여러 '수단(means)'은 하드웨어의 동일한 항목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이 주목된다. 추가

로, 본 발명의 범위는 실시예들로 제한되지 않고, 본 발명은 상기 각각의 그리고 모든 신규한 특징 또는 특징들의 조합에

놓이는 것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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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디바이스에 있어서,

-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마크(mark)들을 기록하기 위

한 기록 수단(22);

-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입력 유닛(27)으로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실시

간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상기

입력 유닛(27);

- 상기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추출하기 위한 메시지 수단(94)으로서, 상기 메시지들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 객체들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수단(94);

-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파싱 수단(parsing means)(95); 및

-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의 메시지 파일 내에 상기 메시지들을 상기 프로그램을 위한 일련의 메시지들로서 저장하고, 메

시지 인포 파일(message info file)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어 수단(20)으로서, 상기 애플리

케이션 제어 정보는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메시지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어 수단(20)을

포함하는, 정보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싱 수단(95)은 상기 메시지 인포 파일 내의 액세싱 정보로서 다음 항목들:

- 상기 일련의 메시지들 내의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는 메시지 번호;

- 메시지 유형 지시자;

-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시작 위치;

- 상기 메시지의 길이;

- 다음 메시지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메시지에 대해 포함하도록 배열된, 정보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싱 수단(95)은, 특히 상기 프로그램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에 관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

간인, 활성 기간 정보를 메시지 인포 파일 내에 포함하도록 배열된, 정보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수단(94)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메시지들로부터 잉여 정보(redundant

information)를 제거하도록 배열된, 정보 기록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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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수단(94)은, 특히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 전송(MPEG2)에서 사용되는 전송 스트림 패킷들의

헤더들 또는 섹션들 헤더들,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MPH)에서 사용되는 다운로드-데이터-블록 헤더들인, 패킷들의 헤

더 정보를 상기 잉여 정보로서 제거하도록 배열된, 정보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수단(94)은 특히 데이터 캐루젤(data carousel)로 반복적으로 전송된 메시지들을 잉여 정보

로서 제거하도록 배열된, 정보 기록 디바이스.

청구항 7.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렌더링하기 위해 기록 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디바이스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마크들을 판독하는 판독 수단

(30); 및

메시지 인포 파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에 포함된 액세싱 정보에 기초

한 메시지 파일로부터 메시지들을 검색함으로써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

도 하나의 서브셋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어 수단(20; 32)으로서,

상기 메시지들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 파일은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로 저장되는,

상기 제어 수단(20; 32)을 포함하는, 정보 판독 디바이스.

청구항 8.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트랙(9)내의 기록 매체 마크들이,

-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른,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

-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의 메시지 파일(102)로서, 상기 메시지 파일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상기 메시지 파일(102); 및

-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상기 메시지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 인포 파일(101)을 나타내는,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인포 파일(101)은 다음 항목들:

- 상기 일련의 메시지들 내의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는 메시지 번호;

- 메시지 유형 지시자;

- 상기 메시지 파일 내의 시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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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메시지의 길이;

- 활성 기간의 시작;

- 활성 기간의 종료;

- 다음 메시지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메시지에 대한 액세싱 정보로서 포함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0.

기록 매체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 미리 결정된 기록 포맷에 따라, 특히 비디오인, 디지털로 인코딩된 실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 향상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실시간 정보 및 애

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상기 실시간 정보를

렌더링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대화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상기 수신 단계;

- 상기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메시지들을 추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메시지들은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객체들을 포함

하는, 상기 추출 단계;

-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 상기 실시간 정보와 별개의 메시지 파일 내에 메시지들을 상기 프로그램을 위한 상기 일련의 메시지들로서 저장하고, 메

시지 인포 파일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로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제어 정보는 상기 메시지 파

일 내의 상기 메시지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액세싱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저장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1.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상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로 하여금 제10항에 청구된 방법을 수행하

도록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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