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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GP는 인터넷에서 자율시스템(AS) 간 통신에 많이 사용되는 라우팅 방식이다. 그러나 BGP 라우팅은 정상적인 

BGP 세션을 가장하여 네트워크를 하이재킹 하는 BGP 하이재킹 공격에 취약하다. 하이재킹 공격을 통해 공격자는 

IP 트래픽을 감청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만 종종 발생하던 BGP 하이

재킹 공격이 국내에도 발생하며 인터넷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GP 하이재킹 공격에 대한 사례와 

가상 공격 시나리오를 통해 공격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을 분석하고 하이재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기술 현

황과 국내, 해외 ISP 들의 BGP 보안 기술 적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ISP와 자율 시스템 운영자가 BGP 하
이재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다.

ABSTRACT 

BGP(Border Gateway Protocol) is a routing protocol that is actively used in inter-AS routing on the Internet. However, 
BGP routing protocol is vulnerable to BGP hijacking attacks that hijack the network by impersonating normal BGP 
sessions. BGP Hijacking attacks can lead to causing intercept IP traffic or interference with the normal service operation. 
Recently, BGP hijacking attacks, which have often occurred overseas, have also occurred in Korea. It means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Intern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overall process of attack through representative attack cases and 
virtual scenarios of BGP hijacking a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application status of security technology to 
prevent BGP hijacking attacks by Korea and global major ISPs. It covers the technical proposal of ISPs and autonomous 
system operators should take to defend against BGP hijacking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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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남에 따라 암

호화폐, 온라인뱅킹 등 인터넷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다

양한 금융 업무들을 처리하며 편의성과 함께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도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한 Host 변조, DNS 
캐시를 대상으로 한 DNS Cache Poisoning 등 다양한 공

격 기법으로 인터넷 서비스들이 공격받았고, 이에 대해

서는 많은 예방 및 조치 방안들이 나와 서비스 이용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공격들이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BGP 하이재킹 공격은 

BGP 라우팅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악성 서버로 경로를 

하이재킹하여 중간자 공격(MITM)을 할 경우 네트워크 

수준에서 트래픽을 감청할 수 있으며, 웹 서버의 경우 

정상 웹서비스로 위장해 피싱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민
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연구기관, 군사기관을 대

상으로 공격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버중 사내에 전산설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ISP에 서버 호스팅을 위탁

하거나 Co-Location 형태로 네트워크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데, 이 경우 BGP 라우터 등의 백본 네트워크 장비

에 대한 접근 권한조차 얻기 어렵기 때문에 RPKI[1]나 

BGPsec[2]과 같은 BGP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웹 서버가 아닌 DNS나, 여러 사용자를 대상으

로 제공되는 SDK나 파일 서버를 제공하는 CDN이 공격

받을 경우 최종 서비스 운영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

법이 없으며 한 서비스에 대한 공격으로 여러 서비스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BGP 하이재킹 공격 사례와 가상

의 공격 시나리오, 공격 탐지 방안과 대응 방안, 그리고 

국내와 해외 ISP의 BGP 하이재킹 공격 대응 실태에 대

해 다룬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BGP 라우팅 방식을 

악용한 공격을 모니터링 하여 방어하기 위한 기술에 대

한 연구 개발과 ISP와 AS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Ⅱ. BGP 라우팅 구조와 취약점

BGP는 네트워크 간 라우팅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

하기 위한 라우팅 방식 중 하나이다. IETF에서는 BGP
의 주요한 기능을 “다른 BGP 시스템과 네트워크 도달 

가능성을 교환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만큼, 각 시스템

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으

며 인터넷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BGP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는 개별 시스템을 AS 

(Autonomous System)이라고 하고, AS를 통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직에는 ISP,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이 포함된다. 각 AS는 다른 AS와 연결을 위해 AS번호

(ASN)을 사용하는데, 이는 IANA에 의해 할당되어 각 

RIR (Regional Internet Registry)을 통해 배포된다.
RIR로부터 발급받은 ASN과 BGP 라우터, 그리고 IP

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BGP 라우터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IP Prefix에 대해 다른 AS가 알 수 있도록 어나운스

할 수 있다. 이러한 IP 어나운스는 다른 AS의 라우터들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다.
BGP 라우터는 AS 간 연결 계약인 피어링(Peering)에 

의해 결정된 의사 결정 정책과 알고리즘을 사용해, IP 어
나운스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청이 오는 시

점에 패킷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피어 경로를 찾는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홉 카운트가 가장 작은 경로가 최

적의 경로로 선택되지만, 지연으로 인해 홉 카운트가 더 

긴 경로임에도 최적의 경로인 경우가 있다.
피어링된 AS로부터 전파된 IP 어나운스는 신뢰한다

는 BGP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IP에 대해 어나운스하여 트래픽을 하이재킹하는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을 BGP 하이재킹이라고 

하며, <그림 1>과 같이 요청을 하이재킹 할 수 있는 

BGP 라우팅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Fig. 1 BGP Hijacking Attack Sampl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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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BGP 하이재킹 사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DeFi (Decentralized Financial),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웹서비스가 늘어나며, 이를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직접 

BGP 하이재킹하거나, DNS 서버, 더 나아가 SDK CDN
을 대상으로 BGP 하이재킹 공격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

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마이닝 풀이나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DNS를 대상으로 공격을 한 사례[3]는 있었지만, 국내에

서 알려진 BGP 관련 사고 사례는 ‘3.1. ISP K사 라우팅 

장애 사고’와 ‘3.2 K사 CDN 하이재킹’ 두 가지가 있다.

3.1. 2021.10 ISP K사 라우팅 장애 사고

국내 대형 ISP K사에서 지역 라우터 작업을 하던 중, 
IS-IS 프로토콜 설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exit 명령

을 미처리해 통상적으로 만 개가량의 데이터만 교환하

는 IS-IS 프로토콜을 통해 수십만 개 이상의 BGP 라우

팅 정보가 전송되며 전국적으로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한 사건이다. 위 사건의 경우 BGP 하이재킹과 유사

한 BGP 경로 유출 (BGP Route Leak) 사고라고 볼 수 있

다.[4]

3.2. 2022.2 K사 CDN IP 하이재킹 (Klayswap)

국내 대기업 K사의 SDK를 배포하기 위한 CDN 서버

의 IP를 제공하던 ISP D사는 IP Prefix에 대한 보안 처리

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격자는 해

당 대역에 대해 더 작은 Prefix 단위로 BGP 하이재킹 공

격을 수행해 조작된 악성 SDK 파일이 제공되는 서버로 

라우팅 되도록 하여서 SDK 파일에 포함된 악성 컨트렉

트 주소로 Klayswap 사용자들이 거래하도록 해 22억 가

량의 가상자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K사에서 제공하는 모

든 서비스 및 K사 SDK를 사용해 연동 한 모든 외부 서

비스에 4시간가량 영향을 주었고, 국내 민간 서비스를 

공격 대상으로 한 알려진 BGP 하이재킹 공격 사례는 해

당 사례가 유일하다.[5]

Ⅳ. BGP 하이재킹 가상 공격 시나리오

4.1. 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 요소

BGP 하이재킹을 위해서는, BGP 어나운스를 하기 위

한 ASN과 라우터, Export에 대한 filter가 없는 AS와 피

어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대형 인터

넷 사업자인 R 사가 별다른 필터 없이 어나운스를 그대

로 전파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어링 사업자이다. 별도의 

AS를 구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ISP의 IX Port를 제

공하는 클라우드 VPS(Virtual Private Server)를 사용하

는 방안도 있다. BGP 하이재킹 가상 공격을 하기 전에 

앞서, 어떤 IP 대역을 BGP 하이재킹을 할지 결정하고 

해당 대역이 ROA(Route Object Authorization) 정보 확

인을 통해 라우팅 정보에 대한 출처 검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BGP의 특성을 이용한 악성 경로 어나운스

BGP의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피어링이 되기 때

문에, 대부분 메이저 ISP의 경우 어나운스할 때 제약이 

없다. 하지만 2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VPS 서
비스를 통해 BGP 세션을 제공하는 경우 라우팅 정보를 

내보낼 때 본인이 소유한 IP인지 확인을 위한 IP　Filter
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GP 라우팅 특성상 큰 

Prefix IP 어나운스 (/8,/16 등)보다 더 작은 Prefix 단위

를 우선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당 대역이 BGP 최소 

어나운스 단위인 /24보다 더 큰 Prefix로 전파되고 있다

면 최소 라우팅 단위인 /24 Prefix로 어나운스하는 것이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3. BGP 하이재킹 공격 성공

성공적으로 하이재킹 공격을 하여 라우팅 경로를 악

의적인 AS로 변경하였다면 서비스에 대해 MITM(Man 
In The Middle)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감청하거나, 웹 

서비스의 경우 피싱 사이트를 호스팅 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하도록 트래픽을 블랙홀

링해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수 있으며 DNS나 CDN이 

사용하는 IP를 대상으로 공격할 경우 악의적인 파일이

나 쿼리를 응답하는 서버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기반으

로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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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GP 하이재킹 공격 탐지

BGP 하이재킹 공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네트워

크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직접 AS를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 운영자는 공격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

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패

킷의 양이 적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모니

터링 방법이고, 인터넷 서비스를 관리하는 운영자라면 

BGP를 통해 전달받는 라우팅 정보에 대한 어나운스가 

정상 데이터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면 RIPE NCC에서 제공하

는 RIS(Routing Information Service) Raw Data[6] 데이

터를 참고하여 전 세계에서 업데이트되는 BGP 정보에 

대한 Raw Data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BGP 하이재킹 

침해 대응 및 분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7]

Fig. 2 RIPE RIS (Routing Information Service) Raw 
data Sample

Ⅵ. BGP 하이재킹 공격 방어 기술

6.1. IP Prefix Filter

IP Prefix Filter는 AS간 피어링을 할 때 AS가 어나운

스할 수 있는 IP의 대역을 사전에 제한하는 화이트리스

트 방식으로, 다운스트림으로부터 라우팅 정보를 전달

받을 때 사전 검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AS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IP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

마다 매번 Filter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관리할 부

분이 많아 도입이 저조한 방식 중 하나이다.[8]

6.2. RPKI (Resource Public Key Infrastructure)

RPKI는 IP Prefix와 해당 IP의 소유 ASN을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 암호화된 인증서 형태로 

인터넷 주소 자원 소유기관인 RIR의 전자서명을 포함

한 ROA(Route Origination Authorizations)를 발행하여 

어나운스 되는 IP Prefix가 원소유주에 의해 어나운스 

되었는지 검증하도록 한다. RPKI를 사용하는 IP Prefix
의 경우 BGP 하이재킹 공격이 불가능하여 BGP 하이재

킹 공격의 대표적인 보안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PKI는 자율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인증 시스템

을 구성해야 하고, RIR에 의존적인 중앙화된 서명 시스

템으로 RIR에 대해 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RIR에 

대한 모든 인터넷 참가자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QSL

Fig. 3 RPKI Sample Architecture Diagram

6.3. BGPsec

BGPsec은 어나운스 되는 경로에 암호화 검증을 사용

하고, BGP 라우터에서 어나운스 하는 경로에 대한 디지

털 서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기술이다. 
BGPsec을 사용하게 되면 공격자가 AS에 대한 잘못된 

경로를 어나운스 하기 어려워지고, 잘못된 경로 구성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IP Prefix의 어나운스를 한번에 할 수 있

는 기존 구조와 다르게 개별 Prefix 에 대한 어나운스를 

매번 따로 서명해서 전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특히 

BGPsec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나운스 경로에 있는 모

든 AS가 BGPsec 지원 라우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

에, 네트워크상 대부분의 AS가 BGPsec을 지원하지 않

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
만약 한 라우터가 50만개의 IPv4 Prefix와 평균 4개의 

홉 카운트를 가지는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200만개 이상의 경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BGPsec을 사용하는 경로에 있는 모든 AS는 고사양의 



BGP 하이재킹 보안 위협 대응 현황 및 과제

1529

BGP 라우터가 필요하여 BGPsec적용을 위해서는 AS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Ⅶ. BGP 하이재킹 공격 대응 실태

7.1. 국내 ISP의 RPKI 적용 실태

국내에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대표 3사인 KT, SKB ,LGU+의 국내 및 해

외로 전파하는 Prefix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았다. 각 통

신사에서 아이피를 어나운스하고 있는 정보를 알기 위

해서 Qrator Labs에서 운영하는 Radar 서비스[9]를 통해 

각 통신사의 AS 별로 어나운스하는 IP Prefix 정보를 수

집하였다.
각 ISP의 모든 AS를 대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어, 가장 프리픽스가 많은 대표 AS를 기준으로 확

인하였고, KT는 AS4766, SKB는 AS9318, LGU+는 

AS3786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IP Prefix의 RPKI 적
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loudflare에서 운영하는 

RPKI Portal[10]을 통해 AS, IP Prefix 별로 ROA 요청 

및 RPKI 적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KT 는 3062개 IP Prefix를 어나운스하고 있었으며, 7

개에 대한 ROA 요청을 통해 RPKI가 등록되어 있었고, 
SKB 는 764개 IP Prefix를 어나운스하고 있으며, 실제

로 ROA 요청을 통해 등록된 RPKI는 단 한 개도 없었다. 
LGU+의 경우 980개 IP Prefix를 어나운스하고 있었고, 
실제로 RPKI를 적용한 IP Prefix는 9개에 불과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RPKI Prefix in Korea Top 3 ISP 
(2022.08)

ISP KT
(AS4766)

ISP SKB
(AS9318)

ISP LG U+
(AS3786)

All Prefix 
Count 3116 736 1327

RPKI Prefix 
Count 7 0 5

Application 
Rate 0.22% 0% 0.38%

국내 대부분의 코로케이션 및 호스팅 서비스가 ISP 3
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

고 대부분 3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에서 RPKI가 적용된 대역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ISP 
3사의 대역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내 서비스들이 BGP 

하이재킹 공격에 취약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7.2. 해외 ISP의 RPKI 적용 실태

<그림 4>는 NIST에서 제공하는 RPKI 적용 실태 통

계 데이터[11] 인데, 전체의 39.41%가 RPKI로 사이닝 

되었고, 59.84%가 RPKI가 적용되지 않은 어나운스임

을 알 수 있다. 

Fig. 4 NIST RPKI Monitor Analysis Data (2022.08)

<표 2>에 해외의 RPKI 적용 실태를 Tier 1 ISP와 그

에 준하는 메이저 ISP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를 작성

하였다. 미국의 경우 AT&T (AS7018), 중국은 China 
Telecom (AS4134), 일본은 NTT Docomo (AS2914), 유
럽은 RETN (AS9002) 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RPKI 적용 실태를 확인할 때와 동일하게 여러 AS 중 각 

ISP의 대표 AS를 기준으로 Qrator Labs의 Radar와 

Cloudflare의 RPKI Portal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Table. 2 Distribution of RPKI Prefix in Global Major ISP 
(2022.08)

AT&T
(AS7018)

China 
Telecom
(AS4134)

NTT
Docomo
(AS2914)

RETN
(AS9002)

All Prefix 
Count 2715 1403 332 37

RPKI Prefix 
Count 147 35 214 5

Application 
Rate 5.41% 2.49% 64.46% 13.51%

NTT Docomo를 제외한 나머지 ISP의 경우 RPKI가 

적용되지 않은 IP Prefix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국내 

ISP 3사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율로 RPKI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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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동향은 IP Prefix에 대해 RPKI 적용을 점차 

늘리는 추세이지만, 국내 ISP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공

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PKI 적용이나 BGPsec 
도입 등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Ⅷ. 결  론

국제적으로는 BGP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해외에서는 ISP와 AS 운영자들의 협조로 RPKI와 

BGPsec이 적용되는 자율 시스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BGP 보

안 기술이나 차세대 라우팅 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

고, ISP와 AS 운영자들의 BGP 보안기술 적용 또한 매

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BGP 하이재킹 공격의 위험성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현재 공개된 RPKI와 BGPsec과 같은 보안 기술

의 경우 자율 시스템 운영자가 협조해야만 네트워크 전

반의 보안이 보장되는 구조이지만, SCiON[12]과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라우팅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BGP 보안 기술과 BGP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차세대 라우팅 방식들에 대한 연

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터넷이 더욱 안전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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