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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용되는 유무선 공유기는 하나의 IP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웹 서버나 프린트 서버, 웹 하드, P2P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PC나 서버에서 별도의 설정 또는 구축 작업을 통

해서만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penWRT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설정과 방화벽 및 다양한 서비스 설정을 기반

으로 한 다기능의 웹 서버를 구축 및 연구한다. 구축된 웹 서버는 보안이 강화된 서버를 통해 안정적이며 안전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를 제공할 수 있다.  OpenWRT기반의 웹 서버 공유기는 모바일 APP 및 PC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use router is to allow multiple computers by one IP can be connect to the Internet. Also, the PC or 
server in order to use a Web server or a print server, Web Hard, P2P  should be settings.

In this paper, we are building a multi-functional Web server that using a router supported OpenWRT  based on  
network settings and firewall settings and a variety of services. A web server can be provided the Internet phone and 
secure multimedia service  Web server router based OpenWRT may be provided through a mobile app and the  PC 
application service.

키워드 : 다기능 공유기, 웹 서버, 유무선 공유기, OpenWRT

Key word : Multi-function Router, Web Server, Router, OpenW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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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IT기기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무선 공유기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IT 환경에서 임베디드 리눅스, VPN 

(Virtual Private Network), 홈서버와 같은 단어들은 전

혀 생소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러한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우리 주위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기

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가정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화망에 대해 OpenWRT 
(Open Wireless Router)를 이용하여 손쉽고 저렴한 비

용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서도 앱(App)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 통신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면 

가정에서도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

로 인한 통신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OpenWRT는 오

픈소스 임베디드 리눅스를 통하여 VPN 서버를 구축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갖

춘 홈 서버를 손쉽고 저렴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1]. 
기존의 네트워크 분야에서 각종 서버의 구축과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와 구축작업이 필

수적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유무선 공유기와 리눅스 기

반의 무선랜 라우터를 위한 오픈소스인 OpenWRT[2, 
3]를 통해 저 전력의 소형서버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기존의 공유기 설정과 유사한 설정을 통해 환경

설정을 진행 할 수 있고, 보안이 강화된 안정적이며 안

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VoIP)[4, 5]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기기 및 일반 PC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호환성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

를 이용한 웹서버 구축을 통해  저 전력, 저비용으로 소

형의 간단한 서버를 구축하여 다기능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Ⅱ. 관련 연구

2.1. OpenWRT

OpenWRT는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위한 리눅스 배

포판이다. 2004년 초부터 배포된 공개 소프트웨어인 

OpenWRT에서는 임베디드 기기 응용을 패키지 수준에

서 쉽게 지원해주는 패키지 관리 툴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는 OpenWRT SDK(Software Development 
Kit) 툴을 제공한다. 

특정 응용을 위해 펌웨어를 처음부터 코드수준에서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OpenWRT를 하나의 기본 시스

템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패키지

를 삭제하여 원하는 최적의 펌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

다.이를 위해 OpenWRT에서는 패키지 관리 툴(ipkg 
또는 opkg 툴)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응용을 위해 개발

자가 코드 수준에서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OpenWRT SDK툴을 제공한다. 
OpenWRT는 일반 게이트웨이 장비에 내장된 펌웨

어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 예를 들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서비스나 WEP(Wired 
Equivalent Privacy), WPA(Wi-Fi Protected Access), 
WPA2 같은 무선 보안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기본 펌웨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하여 좀 더 효

율적인 공유기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2.2. OPKG

OpenWRT의 Kamikaze에서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추

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PKG(Open PacKaGe 
Management)[6-8]라는 패키지 관리 툴을 제공해 준다. 
OPKG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Package 
Management System으로 OpenWRT, Openmoko, 
WebOS, Gumstix, the iPAQ, QNAP NASes 등에서 사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로써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OPKG는 윈도우에 있는 설치파일과 비슷하며, 
OPKG를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다. 또한 .opk라는 이름

의 확장자를 가진다. OPKG는 특정한 목표나 기능을 가

진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오픈소스 형식으로 간단하게 

임베디드 기기에 이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복잡

하지 않다. 또한, opkg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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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일일이 개발해야 하

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많은 사전작업들을 생략할 수 있

게 도와준다. 유무선 공유기에서 OpenWRT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필요한 패키지들만 설치하

여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OPKG들은 모듈로 작용하여 공유기에 USB 
storage, video, audio, LCD, bluetooth 등과 연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3. Buffalo사의 WZR-HP-G330NH 제품

본 논문에서 사용된 Buffalo사의 WZR-HP-G300NH 
제품은 내부 LAN 유선 포트가 기가비트를 지원하고, 
OpenWRT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램 디스크 영역이 

32MB로 설정되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설치가 

가능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격대 성능비

가 훌륭한 편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Buffalo사의 

WZR-HP-G300NH 제품을 기준으로 OpenWRT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을 통해 설계 및 구축한다. 
OpenWRT에서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는 펌웨어의 설

치방법이 기존의 유무선 공유기의 설치방법과 동일하

다. OpenWRT 펌웨어 설치만 완료된다면, 리눅스 시스

템에서의 일반적인 서버구축 방법과 규칙 및 구축방법

은 동일하다. 

Ⅲ.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웹 서버 설계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를 통한 웹 서버 설계

를 위해 Buffalo사의 WZR-HP-AG300H제품을 사용하

여 웹 서버를 구축하였다. 
유무선 공유기의 OS를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프로

그램을 설계하였고, 하나의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공유

기 OS시스템을 CCTV기능과, VoIP, 웹 하드, 웹 서버 

구축에 맞게 설정하여 PC와 스마트기기 등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단말이라면 OS의 제약 없이 언제나 사용가

능하게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하는 웹 서버의 주요 기

능은 Web-Cam을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 공유기를 

통한 VoIP 인터넷 통화 서비스, 홈페이지 및 웹 서비스

를 위한  웹 서버,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한 파일전송 

서비스인 웹 하드 구축 등 네가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

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 로컬 

VoIP는 그림 1과 같고, 시스템 구성도 에서의 스마트폰 

mVoip는 그림 2와 같으며, 유무선 공유기 시스템의 내

부구조도는 그림 3, 구성사항은 표 1과 같다. 

그림 1. 로컬 VoIP
Fig. 1 Local VoIP

그림 2. 스마트폰 mVoIP
Fig. 2 Smart Phone mVoIP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 설계과정에서 Open 
WRT Router, SIP, PC, X-Lite 4, Bria를 이용하여 설계

하였다.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 설계과정은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과정은 OPKG를 

이용한 서비스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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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무선 공유기 내부 구조도

Fig. 3 Router internal structure

표 1. 유무선 공유기 시스템의 구성사항

Table. 1 Components of the router 

CPU Atheros AR7161
CPU Speed 680 MHz
Flash ROM 32 MB

RAM 128 MB
Radios 1x 2.4 GHz / 1x 5Ghz

WLAN Support A/B/G/N
WLAN Max Speed 300 mbps
Antenna Location 2x fixed external

Switch 4x GigE + 1 WAN
USB 1x USB 2.0

Router(WZR-HP-AG300H)에 OpenWRT를 구축 및 

설정하여 크로스 컴파일(Cross Compile)을 진행하기 위

해 환경 구축(VMWare Workstation8.1, Ubuntu 12.10)
을 통한 OpenWRT Attitude Adjustment 12.09(Trunk 
Version 34505)를 가지고 컴파일 및 에러 검출을 하였

다. 또한, Binary File 펌웨어 업데이트 후에 OPKG를 이

용하여 필요패키지 설치 및 설정을 하고, 서비스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문제점 정리를 하였다.
두 번째로, 크로스 컴파일시 서비스 추가하여 컴파일

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Router(WZR-HP-AG300H)에 

OpenWRT구축 및 설정, OpenWRT를 크로스 컴파일하

기 위하여 환경 구축, OpenWRT Attitude Adjustment 
12.09(Trunk Version 34505)를 가지고 컴파일 및 에러  

검출 후 사용할 패키지 기능 추가 후 컴파일 및 펌웨어

의 서비스 설정 및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후 

패키지 수정 후 컴파일 및 펌웨어 연동과정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Asterisk 설정 및 외부 연동 과정이다. 우선, 
sip_user.conf 파일을 설정하여 클라이언트를 추가하고 

extensions.conf 파일에 전화 교환 정보 추가 및 PC, 
Smart Phone에 X-lite 및 Bria설치 후 내선 통화의 연결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외부 SIP계정 구매를 통해 

extensions.conf 파일에 외부 SIP설정 및 연동을 확인하

게 된다.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 설계 부분에서의 전

체적인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 설계

Fig. 4 OpenWRT-based router design

Ⅳ.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웹 서버 구현

OpenWRT 기반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한 웹 서버 구

현 부분에서는 WebCam을 통한 CCTV, 인터넷 전화서

비스, 웹 하드, 공유기를 이용한 게임서비스를 구현하

였다. 
리눅스를 통해 OpenWRT 커널을 컴파일하여 OPKG

를 통해 설정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인터

넷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을 설정 후 추가적인 외부 연결 설정작업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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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축된 유무선 공유기를 기반으로 윈도우 PC 및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그
림 5는 WebCam을 통한 CCTV, 그림 6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 그림 7은 웹 하드, 그림 8은 공유기를 이용한 게

임서비스의 구현 화면이다.

그림 5. WebCam을 통한 CCTV 구현화면

Fig. 5 Screen of CCTV implementation using WebCam 

그림 6. 인터넷 전화서비스 구현화면

Fig. 6 Implementations screen of internet phone service

그림 7. 웹 하드 구현화면

Fig. 7 Implementation screen of web harddisk 

그림 8. 게임서비스의 구현화면

Fig. 8 Implementation screen of game servic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OpenWRT기반 유무선 공유기

를 이용한 웹 서버 시스템을 통해 서버구축이 필요한 

사용자라면 손쉽게 소형서버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

다. 기존의 공유기 설정과 유사한 설정을 통해 환경설

정을 진행 할 수 있고, 보안이 강화된 안정적이며 안전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Linux기반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 서버를 구축할 수 있

고 연구소나 가정, 기업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화망을 

OpenWRT를 이용하여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앱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바일기기 및 일반 PC에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외부 SIP와 

통화 연결시 안정화 작업과, SRTP를 사용한 보안이 강

화된 VoIP서비스 구축, 저용량 코덱을 통한 통화연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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