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홈]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기술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 보고서란 특허기술정보를 분류.분석.가공.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로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00

년부터 최근 2005년까지 산업분야별 170개의 테마를 개발하여 Web Service등을 통해 지속

적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대비 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바랍니다. 

 

1. 기술의 개요  

홈 네트워크 구성기술은 홈 내부의 네트워크인 홈 네트워크, 홈 외부네트워크인 액세스 망, 

콘텐츠 또는 솔루션 3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며, 댁내에 있는 정보기기들은 홈 네트워크를 

통해 홈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홈 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외부 액세스 망과 연결

된다.  

 

 

<그림 1> 홈 네트워크 구성도 

 

홈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로는 HomePNA(PhoneLine Network Alliance), 

PLC(Power Line Communication), Ethernet, IEEE1394, W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ireless1394, 광홈네트워크 등의 유/무

선 네트워크 기술과 xDSL, FTTC, FTTH(Fiber To The Home), Cable, 위성망 등 유무선 통

신망 기술, OSGi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및 외부 액세스 망과 홈 네트워크를 연동시키는 

홈게이트웨이 기술 등이 있다.  

 



 

2. 기술발전전망  

홈네트워크의 발전전망을 살펴보면, Phase1부터 Phase4까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 Phase1 : 초기 수준 홈네트워크 구성으로 모뎀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기존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 범위도 초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도임  

○ Phase2 : 광대역 인터넷 접속 지원이 시작되고 선택사양으로 홈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수

준으로 무선 홈네트워크 구성의 등장  

○ Phase3 : 본격적인 홈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는 단계로 백본망은 초고속 인터넷, 홈 네

트워크는 무선이 성숙되고 지능형 가전 서비스 지원 단계  

○ Phase4 :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지능형 가전기기가 정착되고 가전기기의 새로운 편

재에 따른 프로토콜의 용이한 업데이트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응용 서비스 제공단계  

 

<표 1> 홈네트워크의 발전전망 

특성 
Phase Ⅰ 

(~'00) 

Phase Ⅱ 

('01~'04) 

Phase Ⅲ 

('04~'09) 

Phase Ⅳ 

('09~) 

인터넷 

접속 
모뎀이 주류 

브로드밴드 채용

시작, 모뎀이 주류
브로드밴드 채용이 주류 브로드밴드 보편화 

Home 

connectivity 
이더넷 기술 

No-new-wires  

기술 

무선이 주류, 홈네트워크 

백본과 같은 고속 기술 

등장 

응용에 따른 다중 기술 등

장, 끊김없는 브리징,  

홈서버가 대중화 

채용수준 
초기 사용자;  

취미생활자 

초기 사용자;  

고소득자 

다수 채용 

Cable TV 나 VCR 수준 

보편화,  

Stealth network 

기술/제품 

발전 

No-new-wires 

기술 개발 
무선 등장 

고속 물리층 

소프트웨어 브리징 

홈서버 기술에 초점 

프로세서 내장 제품  

대부분 네트워크 기기화 

응용이 초점 

HN as Service 

Platform 
거의 없음 

선택사양으로 

홈네트워크 제공

지능형 클라이언트를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용 가능 

홈네트워크가 서비스 플랫

폼의 핵심요소가 됨 

기본응용 
생산성 부문,  

게임 

브로드밴드 

공유를 위한 PC와

PC간 연결 

제한된 컨텐츠 전달 

(홈서버에 캐싱);  

통신, 브로드밴드 공유 

가정관리, 컨텐츠 전달, 

라이프스타일 관리 

 

3. 전체특허동향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 기술의 전체 출원동향은 1995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1,000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감의 차이 없이 고르게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정보 인프라가 멀티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시간 처리 가능한 코덱 기술개발, 하드웨어 사양의 고급화, PC 기반의 윈도 OS 출시 등 

멀티미디어 지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홈서버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95년도 이후부터 밑받침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림 2>의 국가별 특허동향은 국내에서 2,033의 특허가 출원되어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

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시스템 기술 분야에서 878건을 출원해 상기 기술 분야에 출원이 집

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00건, 1,122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시스템 기술 

분야에 각각 821건, 544건을 출원하고 있어 출원이 집중되고 있다. 출원 비율로 보면 한국

과 미국은 약 43%가 시스템 기술 분야이고 일본이 약 48%를 보여주고 있어 평균적으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은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

으로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 기술은 시스템 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출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기술은 한국이 약 17%, 미국, 일본이 약 21%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기술이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60%, 미국이 64%, 일본이 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홈서버/게이트웨이 기술에서 두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홈서버/게이트웨이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각

축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2> 국가별  특허동향 



 

4. 주요출원인의 연도별 기술발전도  

초창기인 ‘97~‘00년도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망 Configuration,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 

현재기술을 홈 네트워크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이 주로 출원되었으며 ‘00~‘02년도에는 홈

네트워크 정보가전의 상태정보 모니터링, 원격제어, 유지보수 및 방화벽/보안기술 등이 출

원됨. 유무선 통신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및 컴퓨터 기술이 점점 성숙됨에 따라 ‘03~‘04년도

에는 정보가전을 홈 서버로 활용하는 기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UI 관련 기술이 출원되었

다.  

‘04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가전기기와 기존의 가전기기가 공존하면서 상호 연동되기 위한 프

로토콜 업그레이드, 통합 GUI, BM, 응용기술 등 출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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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출원인의 연도별 기술발전도 

 

5. 전략 도출  매트릭스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 기술의 전략도출 매트릭스의 4가지 전략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

다.  

 

○ 강점전략  

- 다양한 주거환경의 수요자 요구에 맞는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요자도 아이디어로 콘텐



츠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기회 전략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인프라 구축 법제화 및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한국과 유

사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홈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중국 시장 공략 필요함  

○ 약점전략  

- 주택사업자, 통신사업자, 가전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 사슬관계에 있는 업체가 상호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함  

- 핵심기술을 선점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요

구되고 있으며 참여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집중 연구

와 동시에 타사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참고하여 개량하는 개량 발명 출원이 요구됨  

○ 위협전략  

- 최근의 홈 네트워크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

임. 따라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화 기

술 동향에 주시하고 콘텐츠 개발, 특정 기술의 개량발명 또는 틈새시장을 파악하는 자

세가 필요함.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는 환경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비

즈니스 모델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 서비스 기술은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선점 전략이 중요함  

 

<표 2>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 기술의 전략도출 매트릭스 

강점 약점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발 

- BM 개발 활성화 

- 시장 수요 창출 

- 관련업체간 협조체제 구축 

- 표준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 

- 개량 발명에 대한 노력 요구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 차별화

 

기회 

 

위협 

-  IT 839 정책의 지속적 추진 

- 활성화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 문화 콘텐츠 개발 

- 기술개발에 노력 

- 국제 기술동향 주시 

- 시장 선점 

 

6. 맺음말  

홈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기술, 액세스 망 기술, 홈서버 및 홈게이트웨이 기술, 미들웨어 

기술, 응용기술로 구성되는 복합기술이며, 동시에 정보가전은 지능화되고 있고 네트워크는 

유무선 융합으로, 정보형태는 음성, 영상, 데이터가 디지털로 통합으로, 정보, 통신, 방송기



기 및 컴퓨터가 융합되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홈 네트워크 출원 기술별 분포는 시스템 기술 44%, 소프트웨어기술 22%,  응용기술 19%, 

네트워킹 기술 15%로 시스템 기술이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출원인 국적별 

비율로 보면 한국 40%, 일본 24%, 미국 22% 기타 14%로 한국이 양적으로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다.  

출원된 기술을 여러 가지 지수별로 분석한 결과 출원 건수의 증가에 따라 특허의 질적 향상

과 사내 공동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각국이 개발한 특허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기술진보 속도를 보여주는 TCT 지수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질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특허인용지수는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은 연구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개량 발명이 요구된다. 특히 인

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로 판단된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