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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 은 인터도메인 라우  로토콜인 BGP의 ‘최근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먼  BGP를 BGP 정책

과 의사 결정 과정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도메인 라우 의 ’open question(공개된 문제 )'으로 남아 있

는 문제들을 1) 로토콜의  안정성, 2) 트래픽 엔지니어링, 3) QoS(Quality of Service)  에서 조사하고, 왜 이 문

제들이 재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BGP 분야의 가장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하 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art' of the interdomain routing protocol BGP. First, BGP is critically reviewed 

focusing on the BGP policy and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n the problems which still remain as open questions are investigated in the 

areas of 1) protocol stability, 2) traffic engineering and 3) quality of service. The recent research trend to answer the open question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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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창기에는 최종 목 지로 패킷의 경로를 

설정하는 문제가 지 보다 훨씬 단순한 문제 다. 오

늘날의 기 에서 보면 인터넷의 크기도 매우 작았고, 

운  주체도 NSFNET 하나 기 때문에 인터넷 라우  

로토콜에 한 요구조건도 매우 단순하여 최단 경로 

라우 으로 충분하 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시작되고 

이용자 수가 폭발 으로 늘어남에 따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경제 인 혹은 정책 인 이유로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심을 갖기 시작

하 다. BGP(Border Gateway Protocol)는 ISP가 경로 선

택(패킷을 어디로 송할지)과 경로 (경로를 구

에게  할지)를 제어하고자 하는 필요로부터 탄생

되었다.

재의 인터넷은  세계에 걸쳐 분산된 컴퓨터 네트

워크의 집합이다. 이들 네트워크 각각은 도메인 혹은 

AS(Autonomous System)로 불린다. AS는 같은 라우  

정책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나 네트워크의 모임인데, 하

나의 기 (Authority)에 의해 운 된다. 이들 AS들 각각

은 AS내에서 라우  정보의 교환을 해서 IS-IS 

(Intermediate System to Intermediate System)나 

OSPF(Open System Path First)와 같은 IGP(Interior 

Gateway Protocol)들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인트라도메

인 라우 으로 불린다. 한편 AS간에는 인터도메인 라

우 으로 구분되는 EGP(Exterior Gateway Protocol)인 

BGP가 사용된다. 

한 AS내에서 사용되는 IGP와 AS간에 사용되는 EGP

의 목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로토콜이 사

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IGP 로토콜은 출발지에

서 목 지까지 패킷을 가능한 빠르게 효율 으로 송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뿐 정책 인 측면은  고려하

지 않는다. 반면에 AS간 사용되는 EGP 라우터들은 정책

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로 AS A는 AS B에

서 발생하여 AS C로 향하는 패킷이, AS A가 AS B와 AS 

C 사이의 최단 경로 상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AS A 경

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AS B와 C가 경유 서

비스를 해 AS A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customer들 

이라면 AS A는 provider 입장에서 AS B와 C에게 기꺼이 

패킷 경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 으로 EGP 특

히 BGP는 interAS 트래픽 처리 시 강요되는 여러 종류의 

라우  정책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이 라우  정

책은 매우 범 하여 일일이 열거하기는 곤란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 business relationship policy: AS가 자신의 이웃과 맺고 

있는 경제 인 그리고 정책 인 계로부터 발생. 

- traffic engineering policy: 정체를 피하고 좋은 서비스 품

질을 제공하기 해 ISP 내에서, 혹은 AS간 peering 링

크들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할 필요로부터 발생.

- scalability policy: 제어 트래픽을 이고 라우터의 과부

하를 피하기 한 필요로부터 발생.

- security 련 policy: 고의 이거나 우연 인 공격으로

부터 ISP를 보호하기 한 목 으로부터 발생.

아직도 인터도메인 라우  방법인 BGP는 매우 어렵

고 힘든 연구 분야로 남아 있다.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

처럼 인터도메인 라우 은 서로 다른 AS들 사이에 라우

을 나타낸다. 이 AS들은 완 히 독립 인 주체로서 단

지 지역 인 요도를 갖는 정책들을 기반으로 그들 자

신의 라우 을 수행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AS들 사이

에 사업과 경쟁과 같은 조건들은 AS별로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을 사용하여 완 히 독립 으로 운 하는 라우

과 아울러 인터도메인 라우  문제를 매우 어렵게 만

든다. 

과거 수년간에 걸쳐 BGP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즉 

route oscillation[2,3,4], slow convergence[5], forwarding 

loop [3], security[6,7,8,9,10], 제한된 traffic engineering 능

력[11.12.13.14,15], 그리고 QoS(Quality of Service) 문제

[16,17] 등을 해결하기  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다. 주로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개별 으로 진

행되어 왔는데 이는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

지만 다른 문제 들을 야기 시키고 반 으로 복잡성

을 증가 시켰다[18]. 이와 같은 짜깁기 식의 근 방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근본 인 

문제 해결을 가로 막아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인터도메인 라우  로토콜인 

BGP의 ‘최근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먼  BGP를 BGP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

터도메인 라우 의 ’open question'으로 남아 있는 문제

들을 1) 로토콜의  안정성, 2) 트래픽 엔지니어링, 3) 

QoS(Quality of Service) 에서 조사하고, 왜 이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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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았다. , 이 문제들

을 해결하기 한 BGP 분야의 가장 최근 연구 동향을 조

사하 다.  

Ⅱ. Border Gateway Protocol

본 에서는 먼  BGP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 BGP

의 속성과 라우  정책,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하여 

조사하 다.

2.1. BGP 

인터넷의 라우 은 인 한 한 블록의 IP 주소를 나타

내는 prefix 수 에서 이루어진다. 이웃하는 AS들은 한 

의 edge 라우터 사이에 BGP 세션을 설정함으로써 라

우  정보를 교환한다. 두 개의 라우터들은 특정 목

지 prefix에 도착하는 방법에 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

하면, 한 세션을 설정하고 변경(Update) 메시지를 교환

한다. 주어진 prefix에 해서 라우터는 목 지 prefix로 

가는 새로운 경로를 이웃 AS에게 알리기 하여 고

(Advertisement)를 하거나 그 prefix로 가는 경로가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해 삭제

(Withdrawal) 메시지를 보낸다. 

BGP 라우 은 한 AS에서 국지 으로 구축된 정책

에 의존한다. BGP 라우터는 동일한 목 지 prefix에 

하여 다수개의 경로를 수신할 수 있다. 경로 고를 수

신하자마자 라우터는 원하지 않는 경로를 걸러 내거

나, 그 경로와 계된 속성을 변경시키기 해 수입

(Import) 정책을 용하는데 이는 망 운 자들이 경로 

선택에 향을 미치게 하기 함이다. 라우터는 그것

이 들른 모든 경로들 사이에서 목 지 prefix로 가는 가

장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기 하여 의사결정 과정

(Decision Process)을 사용한다. 라우터는 가장 좋은 경

로의 속성을 조정하거나, 이 경로를 인  AS들에게 

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수출(Export) 정책을 

사용한다. 망 운 자는 인 하는 AS들 사이에 상업

인 계를 토 로 인  AS들에게 경로들의 분배를 제

한하기 하여 수출 정책을 종종 사용한다. 로 peer나 

provider로부터 배운 경로들을 다른 peer나 provider에

게 재 고하지 않는다. 

규모의 backbone 망은 다수개의 BGP 라우터들과 

인 한 AS와 다수개의 BGP 세션을 갖고 있다. 로 라

우  정보를 교환하는 두 개의 규모 AS들은 다수개의 

지리  치에서 서로 BGP 세션을 가질 수 있다. 인 한 

도메인들과 BGP 메시지들을 교환하는 것 외에 AS는 그

것의 라우터들 사이에 라우  정보를 분배하기 하여 

iBGP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근 방법은 각 

의 라우터들 사이에 iBGP 세션을 구축하는 것이나, 부

분의 규모 망은 보다 나은 확장성을 달성하기 하여 

경로 reflector나 confederation을 사용하여 계층  형상을 

구축한다. iBGP 세션은 iBGP 이웃으로부터 배운 경로들

은 다른 iBGP 이웃에게 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

면 eBGP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한다. 모든 라우터는 다

수의 eBGP와 iBGP 이웃들로부터의 고들 가운데 각 

목 지 prefix를 한 가장 좋은 경로를 선택한다. 라우

터가 선택하는 최선의 경로는 망 내의 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라우터는  같은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지 않

는다.

2.2.  BGP 속성과 라우  정책 

서론에서 언 했듯이 BGP 라우  정책은 해당 정책

의 목 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business relationship, 

traffic engineering, scalability, 그리고 security 정책들로 

구분된다. 이 정책들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BGP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본 에서는 먼  BGP에서 

사용하는 속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정책들이 소

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어떤 속성, 혹은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2.2.1 BGP 속성

1) Local Preference

다른 경로에 비해 어떤 특정 경로의 선호도를 나타내

기 하여 사용하는 측도이다. 이 값은 각 목 지 prefix

를 해 어떤 BGP 경로가 선택되는지에 향을 미친다. 

이 측도의 변경은 BGP 고에서 경로 속성을 추가, 삭제 

혹은 수정함으로써 수행된다. 

2) AS-Path

이 속성은 특정 prefix를 한 고가 거쳐 간 AS들을 

포함한다. prefix가 한 AS로 통과되어 질 때 AS는 자신의 

AS 경로 속성에 AS 번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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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unity

복잡한 라우  정책의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BGP에 추가된 속성으로 한 경로를 특정 식별자

(Identifier)로 결부시킨다. 이 community 속성은 높은 표

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표 하기 어려운 다

양한 종류의 정책들을 쉽게 나타내 다. 로 한 

community 속성 값은 수신 라우터가 ‘local preference' 값

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값은 특정 경로

가 다른 라우터에서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4) MED

이 속성은 두 개의 인 한 AS 사이에서 만 사용되고, 

이 두 개의 AS들을 넘어서 다른 AS들로는 되지 않

는다. 이런 이유로 입력 트래픽을 균형화 하는데 MED의 

사용은 두 AS 사이에 하나 이상의 연결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한 경로에 높은 MED 값을 주는 것은 트래픽

이 다른 경로로 흐르도록 한다. 이 속성은 연결 링크 

의 하나는 높은 역폭을 갖고, 다른 링크는 낮은 역의 

backup 링크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Next-Hop

이 속성은 ‘AS-path'를 시작하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의 IP 주소를 나타내는데 패킷을 목 지로 보내기 하

여 패킷을 송할 next-hop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를 나타낸다. 이 속성 값은 AS내의 한 라우터가 출구 라

우터로 패킷을 달하고자 할 때 forwarding table을 구축

하는데 사용된다. 

6) IGP Metric

5)에서 언 한 것처럼 next-hop 속성 값을 이용하여 

forwarding table을 구축하기 하여 라우터는 next-hop 

속성 값인 IP 주소를 IGP에게 제공한다. 이때 사용되는 

IGP는 OSPF나 IS-IS 등인데 next-hop 라우터 인터페이스

로 가는 최소 비용 경로를 찾기 하여 한 IGP 측도

를 사용한다.

7) Origin Type

이 속성은 prefix가 origin AS로 BGP에 의해 어떻게 

송되었는지를 나타낸다. prefix들은 직  연결된 인터페

이스나 수동으로 구축되는 정  경로로부터, 혹은 IGP

나 EGP를 통하여 습득될 수 있다. 

8) eBGP over iBGP

목 지 prefix로 향하는 경로 선택 시, iBGP를 통해 얻

은 AS내를 통과하는 경로는 AS내의 트래픽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AS를 떠나는 eBGP를 통해 

얻은 경로를 선호한다. 

2.2.2 BGP 정책과 사용 속성

BGP 라우  정책은 매우 범 하여 일일이 열거하

기는 곤란하지만, 서론에서 언 했듯이 크게 4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본 에서는, 각 정책들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어떤 속성들과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

는지 살펴보았다. 

1) Business Relationship Policy

한 AS가 인  AS와 갖는 계는 크게 customer- provider, 

peer-peer, 그리고 backup 세 가지다. AS는 인  AS와의 

계에 따라 한 경로보다 다른 경로를 선호할 수 있는데 

이를 구 하기 하여 다음의 속성들을 이용한다.

- Local Preference 

AS는 peer나 provider로부터 배운 경로보다 customer에

게서 배운 경로를 선호한다. 이는 customer를 통하여 트

래픽을 송하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provider를 통해 

트래픽을 송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peer를 

통한 트래픽 송은 한쪽 편이 더 많은 트래픽을 받게 

되어 peer 계가 깨지거나 비용 지불을 요구받을 빌미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S는 해당 경로가 인  AS와 

갖는 계에 따라 서로 겹치지 않는 local preference 값

을 할당함으로써 이 정책을 구 할 수 있다.

- Community 

provider나 peer로부터 배운 경로는 다른 provider나 

peer로 달되지 않는다. 이는 AS가 한 provider나 peer

로부터 받은 트래픽을 다른 provider나 peer에게 달할 

경제 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당 세션의 

business relationship을 나타내는 community 속성을 

고하고, 경로를 할 때 특정 community 속성 값을 

갖는 경로를 삭제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2) Traffic Engineering Policy

AS들은 지연 시간을 이거나 신뢰도를 개선하기 

하여 여러 지 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능한 경로의 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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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BGP 정책의 두 번째 목 은  성능을 최 화하기 

하여 같은 business relationship 군 안에서 여러 속성 값

들을 히 사용하여 트래픽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다.

- IGP Cost (출력 트래픽 제어)

망 운 자는 IGP 링크 비용을 수정함으로써 출력 트래

픽 흐름을 조 할 수 있다. 가장 일반 인 방법은 'hot 

potato' 라우 이라 불리는 ‘early-exit' 라우 인데 AS

는 패킷이 거쳐 가는 링크 수를 최소화  함으로써 내부 

망의 정체를 최소화하기 하여 가장 가까운 출구 으

로 패킷 트래픽을 달한다.

- Local Preference (출력 트래픽 제어)

 다른 일반 인 방법은 이웃 AS로 가는 출력 링크의 

정체를 이는 것이다. 이는 여러 링크들 사이에 부하 분

배(Load Balance)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local preference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로 AS B가 출력 트

래픽을 AS A로 가는 링크로부터 AS C로 가는 링크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때 AS B는 A를 거쳐 가는 

경로의 local preference 값을 이거나 C를 거쳐 가는 

경로의 local preference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AS A로 

가는 트래픽 양을 이거나 AS C로 가는 트래픽 양을 

늘릴 수 있다.

- MED (입력 트래픽 제어)

각 링크별 입력 트래픽 양을 조 하기 해서 AS는 각

각의 링크로부터 수신하는 트래픽 양을 조 하는 장치

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다수개의 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

된 한 의 AS 사이에 MED 속성 값을 수정함으로써 수

행된다.

- AS-Path (입력 트래픽 제어)

BGP는 여러 hop 떨어져 있는 AS들의 경로 선택을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AS는 AS- path 

길이를 인 으로 증가시키기 하여 AS-path에 자신

의 AS 번호를 여러 번 덧붙이는 간 인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로 AS B가 AS A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AS 

C로부터 받고 싶다고 하자. AS B는 AS A로 보내는 BGP 

고의 AS-path 속성에 자신의 AS 번호를 여러 번 덧붙

인다. 이는 이 고에 As-path 길이를 증가시키고, AS C

에 의해 다른 AS에게 고된 경로들이 더 선호되게 만

든다. 결국 AS B는 AS C로부터 트래픽을 받게 된다.  

- Community

AS는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하여 특정 라우터를 

원격 제어할 필요가 있다. AS A는 그것의 라우터들이 

어떤 community 속성들에게 특정 local preference 값을 

할당하게 함으로써 AS B가 자신의 경로에 하여 AS 

A의 라우  정책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3) Scalability Policy

인  AS들에서 설정 오류나 고장은 과도한 update를 

발생시킨다. 무 자주 update를 보내면 경로 불안정

(Route Instability)이 되어 낮은 서비스 품질을 불러오거

나 라우터의 처리능력이나 메모리 용량에 과부하가 걸

린다. 이는 결국 사고나 라우터 고장을 야기 시킨다. 

하게 구축된 BGP 정책들은 이런 문제들에 한 망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 Filtering이나 Community 속성

filtering이나 community 속성을 이용하여 라우  테이

블 크기를 제한할 수 있다. 한 AS가 이웃 AS들로부터 

오는 과도한 고를 차단하는 방법과 자신이 고하는 

prefix의 수를 이는 방법이 있다.

- Flap Damping

라우  안 성(Stability)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방법은 flap damping인데, 불안정한 경로의 확산을 제

한하는 방법이다. update가 수신될 때 마다 해당 경로와 

연 된 penalty 값이 증가하는데, 이 값이 일정 임계치

를 과하면 해당 경로는 일정 기간 동안 억제된다. 

4) Security Policy

AS는 BGP update의 잘못된 정보에 매우 취약하다. 잘

못된 정보를 보냄으로 해서, AS는 인  AS의 라우  목

을 바꿔 놓을 수 있고, 라우터들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작동하게 만들어, 서비스 품질을 하시킬 수 있다. 잘

못된 정보는 정보의 근원지가 여러 AS 홉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AS 내의 라우 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

다. 잘못된 정보는 라우터 결함이나 오류 혹은 인  AS

들에 의해 악의 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Import Filtering

AS들은 customer들이 잘못되거나 불법의 경로를 배우

는 것을 막기 하여 update 내용을 내부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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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들이 정당하고 합법 인 경로인지를 import 

filtering을 통해 검사한다. 한편 denial-of service 공격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하여 import filtering을 수행

할 수 있다.

- Export Filtering 

AS는 외부에서 도달해서는 안 되는 목 지들을 한 

BGP 고를 제한하는 export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외

부에서 내부의 특정 자원에 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 그리고 망 리 소 트웨어를 돌리는 호스트의 주

소 고를 filtering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특정 내부 서

비스들을 보호할 수 있고 비정상 인 경로들에 한 

export filtering을 수행한다.

2.3. BGP 의사결정 과정

BGP 라우터는 eBGP나 iBGP를 통해 인  라우터들

로부터 같은 목 지 prefix로 가는 다수개의 경로들을 얻

는다. 최  경로의 선택이 BGP 고의 속성 값들에 의존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 인 사항은 로토콜에 

나타나 있지 않다. AS 경로 내에 순환이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다음 홉, 혹은 수입 정책에 의하여 일부 경로들

이 고려 상에서 제거된 후에 라우터는 상 경로들의 

집합으로부터 최  경로를 선택하기 하여 일련의 단

계를 밟아 나간다.

1. 가장 높은 local preference 값: 가장 높은 local preference 

값을 갖는 경로를 선호한다. 여기서 local preference 값

은 수입 정책에 의해 할당되고 iBGP에 의해 달된다. 

2. 최단 AS-path: 최단 AS 경로 길이를 갖는 경로를 선호

한다.

3. 가장 낮은 origin 형태: 가장 낮은 origin 형태를 갖는 경로

들을 선호한다. 일반 으로 IGP는 EGP보다 선호된다.

4. 가장 낮은 MED: 같은 다음 홉을 갖은 경로들 가운데 

가장 낮은 MED 값을 갖는 경로를 선호한다.

5. iBGP 보다 eBGP 선호: iBGP를 통해 배운 경로들 보다 

eBGP를 통해 얻은 경로를 선호한다. AS를 바로 떠나

는 것이 AS내의 다른 라우터로 트래픽을 달하는 것 

보다 선호되기 때문이다.

6. 가장 낮은 IGP 측도: 다음 홉에 도착하기 하여 가장 

작은 인트라도메인(IGP) 측도를 갖는 경로를 선호한

다. 이는 각 라우터가 가장 가까운 출구  선택을 가능

하게 한다.

7. 가장 오래된 경로: 오래된 경로 일수록 안정 상태에 있

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  수신된 경로를 선

호한다.

8. 가장 낮은 라우터 ID: 가장 낮은 라우터 ID를 가진 라

우터로부터 배운 경로를 선호한다.

시간에 걸쳐, 각 라우터는 AS 내에 있는 다른 라우터

들이 알고 있는 최 의 경로들을 한 iBGP 고뿐만 아

니라 인 한 도메인들로부터 eBGP 메시지들을 수신한

다. 각 라우터는 의 의사 결정 과정  6번째인 IGP를 

토 로 최 의 출구 을 갖는 경로를 선택한다. 각 라우

터는 BGP와 IGP로부터 나온 정보들의 조합을 토 로 

해서 패킷을 달한다. 달 테이블(Forwarding Table)은 

라우터가 들어오는 패킷을 당한 출력 링크로 어떻게 

보내는 지를 결정한다. 로 한 라우터가 목 지 prefix 

192.0.2.0/24로 가는 트래픽을 특정 출력 링크 L1으로 

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라우터는 AS 경로와 경계 

라우터(Border Router)의 next-hop IP 주소를 선택하기 

하여 BGP 의사 결정 과정을 사용한다. 라우터는 OSPF

나 IS-IS와 같은 인트라도메인 라우  로토콜을 이용

하여 next-hop IP 주소에 도착하는 방법을 배운다. IGP 가

치를 토 로 라우터는 BGP next-hop으로의 최단 경로

를 계산하고, 최단 경로 상에 있는 출력 링크 L1을 찾아

낸다. 패킷이 도착하면 라우터는 당한 출력 링크를 찾

아내기 하여 목 지 주소 192.0.2.147에 해 longest 

prefix match를 시행한다. 다음 라우터도 이 과정을 반복

하고 트래픽을 목 지를 향한 다음 단계로 보낸다. 

본 에서 언 한 표 인 의사 결정 과정 이외에도 

망 운 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의사 결정 과정

이 존재할 수 있다[19,20,21,22,23].

Ⅲ. BGP 문제 들

많은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BGP는 여러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에서는 BGP의 문제 을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로토콜 진동

 - 트래픽 엔지니어링

 -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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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 들이 BGP의 어떠한 특이한 성질로부터 

연유했는지, 그리고 궁극 인 한계 은 무엇인지를 살

펴보았다. 한 제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최근의 

연구 동향도 조사하 다.

3.1. 로토콜 진동 (Protocol Oscillation)

로토콜 불안 성은 다음 2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i) 

정책 분쟁(Policy Dispute)에 의해 야기되는 inter-AS 진

동이고 ii) MED에 의해 야기되는 intra-AS 진동이다.

3.1.1. 정책 분쟁 

인터넷의 각 AS들은 자기 자신의 요도에 따라 설정

한 정책들을 토 로 완 히 독자 인 방법으로 자신의 

트래픽을 처리한다. 따라서 BGP 경로가 인터넷을 통하

여 고되어 지는 방법이라든지 라우 이 수행되는 방

법은 서로 독립 으로 설정된 정책들을 사용한 결과물

이다. 여러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정책들 사이

에 체 인 상호 력의 부재는  인터도메인 라우  

로토콜의 가장 큰 취약 이다. 도메인들 사이에 상호 

력 부재의 주된 이유는 첫째 BGP 정책 표 의 특성에 

있고, 둘째 AS들이 정책과 내부 구성에 한 세부 사항

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데 있다. 과거 여러 연구

[24,25,26]들은 상호 력 없이는 서로 독립 인 정책들

은 체 인 라우  문제, 즉 링크 고장 시 일 된 회복

을 못한다든지 경로 진동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다. 

다음 (그림 1)은 이런 라우  문제의 일면을 보여

다. 이런 망 구성은 ‘bad gadget'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자

인 정책에 기반하는 BGP가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보

여 다[27]. 

‘bad gadget' 에서 라우  정책은 AS 0에 도착하기 

해서 직  경로보다 시계반  방향의 간  경로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로 AS 2는 경로 {AS 2, AS 0}보다 경

로 {AS 2, AS 1, AS 0}를 더 선호한다. AS 1과 AS 3도 같

은 라우  정책을 갖는다고 하자. 이제 AS 2가 경로 {AS 

2, AS 1, AS 0}를 선택했다고 하자. 이 경로는 AS 3에게 

되는데, AS 2가 직  경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AS 3는 가장 선호하는 경로 {AS 3, AS 2, AS 0}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AS 3는 차선의 경로 {AS 3, AS 0}를 선

택하게 된다. AS 3가 이 경로를 AS 1에게 하면 AS 1

은 가장 선호하는 경로 {AS 1, AS 3, AS 0}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로를 AS 2에게 한다. AS 1이 직  경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AS 2는 처음 사용했던 가장 선호

하는 경로 {AS 2, AS 1, AS 0}를 이용할 수 없고, 차선의 

경로인 {AS 2, AS 0}를 선택한다.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반복하면 AS 2는 다시 {AS 2, AS 1, AS 0}를 선택한다. 

결국 AS 2는 두 개의 경로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선택

을 하며 진동하고 BGP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림 1. Bad Gadget 문제
Fig. 1 Bad Gadget Problem

1) Dispute Wheel

Griffin[28]은 ‘bad gadget’을 일반화 한 ‘dispute wheel’ 

개념을 제시하 다. (그림 2)는 테와 바퀴살로 구성된 일

반 인 ‘dispute wheel’을 나타내는데, 노드와 에지들이 

하나의 바퀴에 여러 번 반복 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일반 인 ‘Dispute Wheel’
Fig. 2 General ‘Dispute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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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노드 vi는 인 한 노드 w로부터 목 지로 

가는 경로 Qi를 배우지만 u를 거쳐 vi-1로 시계 반  방향

으로 바퀴테를 따라간 후 다음 바퀴살 Qi-1로 내려가는 

경로 Ri를 선호한다. 즉 각 노드는 목 지로 가는 직  경

로보다 시계반  방향의 노드에서 고한 간  경로를 

더 선호한다. Griffin은 ‘dispute wheel’이 존재하지 않는 

정책들은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다. 

2) Robust BGP

‘dispute wheel'이 존재하지 않는 망은 진동하지 않고 

항상 측 가능하다. 그런데 ‘dispute wheel’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국지 (local)인 조건이 아니라 라우터의 국

지 인 라우  정책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를 

체 (global)인 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 수년간 

경로 벡터 라우  로토콜에 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

여 연구자들은 망에 ‘dispute wheel'이 나타나는 것을 방

지할 국지 인 조건들을 찾아냈다.

Gao와 Rexford[29]는 모든 AS가 인  이웃 AS를 

provider나 customer 혹은 peer  하나라고 고려하고 경

로 선호와 export 정책에 한 어떤 국지 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BGP는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밝히고, 다음

의 Gao-Rexford 조건을 제시하 다.

① peer 혹은 provider 경로보다 customer 경로를 선호한

다. (선호 조건): 목 지를 한 경로 선택 시 AS는 

peer나 provider를 통한 경로보다 customer를 통한 경

로를 선호한다. 

② peer 혹은 provider에게 customer 경로만을 한다. 

(  조건): AS는 자신의 customer에게는 어떠한 이

웃 AS로부터 배운 경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peer나 provider에게는 customer로부터 배운 경로만을 

할 수 있다. 즉, AS는 자신의 customer에게만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customer-provider 계의 순환(cycle)이 존재하지 않

는다. ( 상 조건): 어떤 AS도 자기 자신의 간 인 

customer가 될 수 없다. 

Rao-Rexford 조건은 인터넷에서 일반 인 사업 행

을 나타내는데, 이는 재 사용되는 인터도메인 라우  

시스템이 반 으로 안정 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

나 제안된 조건들이 항상 만족된다고 할 수 없고, 제시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여러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27]. 한 다수개의 AS들이 같은 provider에 의해서 운

될 때 AS 간의 경제  이해 계에 따른 자연 인 법칙

들이 성립하지 않는다[30]. Wang[31]은 의 3가지 조건 

 첫 번째인  customer 경로 선호 조건이 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 는데, 인 한 이웃 AS가 서로 다른 경로 

선호도를 갖거나 심지어는 peer나 provider 경로를 선호

할 수 있다. 로 융기 은 가장 보안이 잘되는 경로를 

선호하고 온라인 게임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나 VoIP는 

은 지연시간을 갖는 경로를 선호한다. 

만약 이 같은 안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peer 

경로나 provider 경로더라도 선택될 수 있다. Wang은 

NS-BGP(Neighbor-Specific BGP)를 제안하 는데, 기존 

BGP가 각 목 지 prefix를 하여 최선의 경로 하나만

을 선정하는데 반해 NS-BGP는 각 인  AS의 특성에 

맞게 경로 선정을 AS 별로 특성화 한다. NS-BGP에서

는 customer 경로 선호 조건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즉, 

개별 AS들은 체  안정성(Global Stability)을 해치지 

않고도 송받은 임의의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Gao-Rexford 조건보다 훨씬 자유로운 

조건하에서도 체 인 경로 수렴을 이룰 수 있다. 다

음 (그림 3)은 NS-BGP를 나타내는데, 기존 BGP의 우선

순  함수 λ가 노드인 라우터에서 정의되는 반면에 

NS-BGP는 각 edge 별로 정의된다. 

로 는 노드 v의 edge (u,v) 상, 모든 가능한 경로

의 우선순 를 나타내는 함수다.

그림 3. NS-BGP
Fig. 3 NS-B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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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path-vector policy system[32], path-vector 

algebra[33] 그리고 class-based system[34] 등이 BGP의 불

안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되었다. 한편 망의 

신뢰도를 늘리기 한 backup 라우 의 경우 BGP의 안

정성을 보장하는 모델도 제안되었다[35].

                                  

3) Multiple Destination

지 까지는 각 AS가 단일 목 지만을 한 경로 선정

을 고려하 다. Yang[36]은 AS가 다수의 목 지를 한 

경로 선정 시, BGP 진동 문제를 조사하 다. 주어진 목

지를 한 경로를 선정하기 해서는  어떤 경로가 가

용하고,  다른 목 지를 해서는 어떤 경로가 선정 되

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각 AS가 각 목 지를 

한 경로 선택을 다른 목 지들이 선택한 경로나 가용

한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 으로 결정한다면 최악

의 경우, 모든 목 지를 해 같은 링크를 선택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회선 용량을 과하거나 부하 불균형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다수개의 목 지를 한 경로 선정 

문제를 보여 다. 노드 A에서 목 지 D1과 D2를 한 

경로 우선순 는 (ABD1, AED2), (AD1, AD2) 그리고 

(ABFD1, AED2)이고, B의 경로 우선순 는 (BD1, 

BAD2), (BFD1, BD2) 그리고 (BD1, BAED2)라고 가정

하자. 

그림 4. 다수의 목 지를 고려하는 경로선정 문제
Fig. 4 Path selection problem to consider multiple 

destinations

목 지 D1과 D2로 가는 경로를 서로 독립 으로 고

려한다면 노드 A와 B는 경로 (ABD1, AED2) 그리고 

(BD1, BD2)에 수렴한다. 그런데 목 지 D1과 D2로 가는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각 노드에서의 경로 우선순

는 (그림 4)와 같이 주어지면 경로 선정은 수렴하지 

않는다. 먼  노드 A에게 경로 (AD1, AD2)는 B의 경로 

선정과 무 하게 항상 가용하다. 따라서 수렴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이기 해서는 A가 경로 (AD1, AD2)나 

(ABD1, AED2)를 선정할 때 안정 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먼  A가 경로 (AD1, AD2)

를 선택하면 B는 (BD1, BAD2)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A가 (ABD1, AED2)로 변경하게 만들기 때문에 

(AD1, AD2)는 안정 인 해가 아니다. (ABD1, AED2)도 

안정 인 경로가 아니다. (ABD1, AED2)가 A에게 가용

하기 해서 B는 D1을 해서 BD1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BFD1, BD2)가 A의 경로 선택과 무 하게 B에

게 항상 가용하기 때문에 B는 (BD1, BAD2)를 선택할 것

이다. 이는 다시 A가 AD2를 선택하게 하고, 처음의 선

택 (ABD1, AED2)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망은 안정

인 경로를 갖지 못한다.

목 지를 개별 으로 고려한 경우, 국지 인 조건 만

으로 경로 수렴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한 Gao-Rexford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Yang은 망에서 BGP가 수렴하는 

안정 경로를 가질 조건을 제시하 다. 

3.1.2. MED에 의한 진동

BGP는 ‘hot potato routing'이라고 알려진 기법을 사용

하여 가장 가까운 출구 을 선택한다. 그러나 ’hot potato 

routing'이 하지 않을 경우에 BGP의 MED 속성은 

AS들 간에 ‘cold potato routing'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MED 사용은 지속 인 BGP 진동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로설정 단계에서 MED 단계를 무시한다면 BGP 경

로 설정은 먼  모든 경로들의 순서를 매긴 후 가장 높은 

순 를 갖는 경로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MED를 고려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경로의 순

는 다른 경로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

라서 새 경로는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경로가 아닐지라

도 재의 가장 좋은 경로를 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BGP는 진동하게 된다. Griffin [37]은 다음 (그림 5)를 이

용하여 BGP가 진동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 는

데, 라우터 A와 B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

없이 update 메시지를 교환하게 된다. AS 1에 있는 숫자

는 IGP 링크비용을 나타내며 호 안에 있는 숫자는 

MED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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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ED로 인한 BGP 진동
Fig. 5 BGP Frequency caused by MED

3.2. Traffic Engineering의 한계

3.2.1. Traffic Engineering의 필요성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한 여러 연구와 조사는 부

분 한 AS 내에서의 경로 선정을 제어하는  OSPF나 IS-IS

와 같은 IGP에 을 맞추고 있다. 망 운 자들은 주어

진 망에서 IGP에 참여하는 모든 라우터를 리하기 때문

에 인트라도메인 라우 에 해 완 한 제어가 가능하

다. 로 망 운 자들은 OSPF나 IS-IS 라우 에서 최단 

경로 선정을 제어하기 해서 링크 비용을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나 규모의 IP backbone 망에 의해 달되는 트

래픽의 부분은 다수개의 AS들을 거쳐 나가는데, 이 

이 인터도메인 라우 을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요한 

심 사항으로 만든다[38,39]. AS들 사이의 연결 링크들

은 이들에 한 제어가 서로 경쟁 계에 있을 수도 있는 

두 개 이상의 AS들 사이에 공유되기 때문에 항상 정체의 

장소가 된다. 따라서 인터도메인 라우 에 한 주의 깊

은 제어는 end-to-end 성능을 개선하거나 망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데 매우 요하다. 망 운 자는 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변화에 효율 으로 처하

기 하여 BGP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한다[40]. 

- 트래픽 부하의 변화: 트래픽은 동 이기 때문에 어떤 

목 지로 가는 트래픽의 양이 갑자기 변하여 망 회선

들에 트래픽 분포의 변화를 야기 시킨다. 트래픽이 

증하는 website로 인 한 AS를 통해 트래픽을 달하

는 경우, 그 목 지로 향하는 출력 링크에 정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망 운 자는 정체를 이기 하여 

BGP 라우  정책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

- 링크 용량 변화: 링크는 더 많은 용량을 갖도록 수시로 개

선된다. 망 운 자는 용량을 개선한 회선이 더 많은 트래

픽을 처리하도록 라우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연결 상태 변화: 한 AS가 연결되는 인  AS들 뿐만 아

니라 인  AS들과 연결되는 지 들은 변해 나간다. 다

른 AS들로 가는 회선들이 생성되거나 없어질 때, 망 운

자들은 많은 양의 트래픽을 한 링크에서 다른 링크

로 이동시켜야 한다. 

- 가용 경로 변화: 로토콜의 변화나 AS들 간 상업 인 

계약의 변동으로 인해 한 AS는 갑자기 기존 경로가 없

어지거나 목 지로 가는 다른 경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트래픽 흐름을 갑자기 변하게 만든다. 이런 사건

들은 망 운 자들이 트래픽 흐름의 균형을 다시 맞추

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망 유지 보수: 망 운 자는 망의 일부분에 해서 정기

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데, 이 때 유지 보수를 받는 

망의 일부분으로부터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하여 라우  링크 비용이나 BGP 구성을 조 할 필요가 

있다. 

  

3.2.2. 제한된 Traffic Engineering 능력

재의 인터도메인 라우  모델은 다음의 여러 이유

로 매우 제한된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능력을 갖고 있다

[27].

- BGP는 ‘reachability' 정보를 분배하는 로토콜로 설계

되었다. 특정 목 지로 가는 오직 하나의 경로만을 

고하는 BGP는 고장난 부분을 피하여 패킷을 다른 곳으

로 돌리는데 사용되는 체 경로의 수와 질이 제한된

다. 한 여러 AS들에 걸쳐 트래픽의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BGP 정책들에 한 독자 인 리와 정책들을 표 하

는데 있어서 제한들로 인해 AS들이 인터도메인 트래

픽의 흐름을 제어하고 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

다. 로 BGP는 AS가 비교  유연하게 그것의 출력

(outbound) 트래픽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입력

(inbound)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최 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 주된 이유는 여러 AS

들에서 사용되는 정책들 사이에 체 인 조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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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즉 어떤 주어진 경로에 있는 각 AS는 자신의 

국지 인 정책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로 출력트래픽의 

경로를 선정하는데, (이 출력 트래픽이 결국 다른 AS의 

입력 트래픽이 됨) 이때 다른 AS들의 요구조건이나 경

로 고는 무시될 수 있다. 

- 인터넷은 single-homed stub AS, multi-homed stub AS 그

리고 transit AS의 세 가지 형태 AS들로 구성되는데, 인

터도메인 트래픽 엔지니어링의 목 은 AS 형태에 따

라 틀리다. 이 3 가지 형태의 AS들의 분류는 이 AS들의 

요구조건과 당면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해 

보인다. 로 multi-homed stub AS들은 짧은 시간 내에 

운 될 수 있는 이기 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을 

배치하는 반면 transit AS들을 하여 제안된 트래픽 엔

지니어링 기법들은 주나, 월단 의 비교  장기간에 

걸쳐 운 되도록 설계되는데 hot potato 라우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3.2.3.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 

에서 언 된 제한된 트래픽 엔지니어링 능력에

도 불구하고 BGP는 제한된 범  하에서 트래픽 제어를 

수행한다. 특정 목 지에 도착하기 하여 어떤 경로를 

선택할 지의 여부는 어느 정도 해당 AS의 제어 하에 있

기 때문에 출력 트래픽 제어는 비교  수월하다. 반면에 

해당 AS의 입력 트래픽이 되는 인  AS의 출력 트래픽

에 한 제어는 해당 AS의 요구 조건이나 경로 고가 

무시될 수 있으므로(인  AS는 자신의 국지 인 정책을 

사용하여 원하는 로 출력 트래픽의 경로 선정) 입력 트

래픽 제어는 단지 한정된 범  안에서만 가능하다[41]. 

1) 출력 트래픽 제어

트래픽이 망을 떠나는 방법을 제어하기 하여 AS는 

특정 목 지에 도착하기 하여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

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AS는 BGP 경로 선택에서 의

사결정과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  경로의 선택

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두 개의 기법이 사

용된다. 

- 첫째 기법은 local preference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속성 값은 AS 내에서만 되는데 BGP 의사 결정

과정의 첫 번째 기 으로 경로들의 순 를 매기는데 

사용된다. 로 상  provider로 높은 역의 링크와 낮

은 역의 링크 두개를 가진 stub AS를 생각하자. 이 경

우 이 AS의 BGP 라우터는 낮은 역 링크를 통해 

된 경로에게는 낮은 local preference 값을, 높은 역 링

크를 통해 알게 된 경로에게는 높은 값을 주도록 설정

할 수 있다. 싼 상  provider와 더 비싼 상  provider 모

두에게 연결된 stub AS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주로 형 transit ISP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트래픽이 transit ISP를 거쳐 나가는 방법을 제어하기 

하여 인트라도메인 라우  로토콜을 이용한다. BGP 

의사 결정 과정 단계에서 iBGP를 경유하여 수신된 다

수개의 경로들을 비교할 때 가장 가까운 IGP 라우터를 

선택한다(hot potato routing). 이 라우터를 exit border 라

우터로 결정함으로써 해당 트래픽이 망을 거쳐 나갈 때 

가장 은 시스템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 만약 transit 

AS가 인트라도메인 라우  로토콜의 링크비용을 

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출력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

다.

2) 입력 트래픽 제어

- AS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선택  고(Selective Advertisement)를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링크에 서로 다른 경로 고를 

하는 것이다. 로 AS1이 AS2로부터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의 균형을 맞추기 해서는 한 

링크에는 자신의 내부 경로만을 고할 수 있고, 다른 

링크에는  다른 AS3로부터 알게 된 경로만을 고한

다. 이를 통해 각 링크를 거쳐 AS1에 유입되는 트래픽 

양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Wang[42]은 AS의 라우

 정책을 추정하고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

로부터 customer들은 트래픽 부하의 균형을 맞추기 

하여 provider에게 그들의 prefix들을 선택 으로 고

한다는 사실을 밝 냈다.

- 두 번째 방법은 선택  고의 변형으로 조  더 구체

인 prefix를 고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IP 라우터

는 각 패킷을 한 경로 선정 시 ‘longest prefix match'를 

이용한다. 로 prefix 16.0.0.0/8이 AS1에게 속하고, 다

른 요한 서버들은 subnet 16.1.2.0/24의 부분이라고 가

정하자. 만약 AS1이 특정 링크로 이 서버들을 향한 트

래픽을 받고 싶다면 AS1은 이 특정 링크로 16.0.0.0/8과 

16.1.2.0/24를 고하고 다른 링크로 16.0.0.0/8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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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세 번째 방법은 BGP 의사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기

 하나인 ‘AS-path' 속성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AS들의 경로 선택에 향을  수 있는 가능한 방

법은 ‘AS- path' 속성의 길이를 인 으로 늘이는 것

이다. 로 AS1의 주 인터도메인 링크는 a이고, backup 

링크로 b를 사용한다고 하자. 이때 AS1은 주 링크인 a

에 AS-path AS1을 가진 경로를 고하지만 backup 링

크인 b에는 AS-path 속성에 AS1을 여러 번 포함시켜 

고한다. 이 게 함으로써 주 링크에 고된 경로는 다

른 모든 라우터들에 의해 최선의 경로로 간주된다.

- AS가 입력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방법

은 MED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속성은 다른 AS와 

여러 지 에서 서로 연결된 AS에 의해 사용 가능한데, 

다른 AS가 특정 목 지로 패킷을 달하기 해 사용

할 링크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게 하기 해 사용

된다.

3.2.4. Cooperative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

AS의 입, 출력 트래픽을 제어하기 하여 BGP는 앞

장에서 언 한 로 단지 제한된 범 의 방법만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트래픽에 한 일방 인 

제어만을 가능하게 하여 AS 간에 바람직하지 않는 상호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불안정한 라우

[43], 낮은 성능[44], 그리고 망 트래픽의 측치 못한 

격한 변동[45]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안정 이고 효율

이며 측 가능한 방법으로 인터도메인 트래픽에 

한 동 인 제어가 가능하기 해서는 AS 간에 명시 인 

상호 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 구조를 필요로 한다[46,47,48]. 이 방법에서 

서로 이웃하는 AS들은 인터도메인 트래픽 양과 경로에 

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들 사이의 트래픽에 해 

상호 수용 가능한 경로에 도달하기 해 간단한 상

(Negotiation) 로토콜을 이용한다. 이 같이 AS 간 명시

인 상호 조는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

졌다[47,48]. 그러나 인  AS들이 서로 경쟁 계에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AS들 사이에 상호 조를 한다

는 것은 실 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에서 

언 한 상 로토콜과 같은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에 한 단순한 근 방법은 많은 AS들이 수

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Shimali[49]는 ‘Pareto-efficient'하고 공정(Fair)

하며, 외부에 출하기 민감한 AS 내부정보들(망구조, 

링크용량, 링크비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근 

방법을 제안하 는데 Nash bargaining[50,51]과 같은 게

임 이론과 비선형계획법(Nonlinear Optimization) [52]들

을 이용하 다. 

 

3.2.5. 기타 방법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을 한 경로선택 시 다

수개의 목 지를 한 경로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각 AS가 각 목 지를 한 경로 선택을 다른 

목 지들이 선택한 경로나 가용한 경로를 고려하지 않

고 독립 으로 결정한다면 최악의 경우, 모든 목 지를 

해 같은 링크를 선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선 용량

을 과하거나 부하 불균형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를 해 Wang[53]은 다수개의 목 지를 동시에 고려

할 경우 BGP의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에 한 모

델을 제시하 다. 망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BGP는 트래

픽 분포의 불균형을 래할 수 있다. Qiu[54]는 망에 고

장이 발생할 경우, 트래픽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인터

도메인 traffic engineering을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한편 Feamster[55]는 AT&T backbone망의 라우 과 

트래픽 자료를 토 로 인터도메인 트래픽 리를 한 

구체 인 지침을 제시하 다.

3.3. QoS(Quality of Service)지원의 한계

3.3.1.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의 필요성

QoS 라우 에 한 부분의 연구는 인트라도메인

에 이 맞추어져 왔다. 인트라도메인 라우 도 요

하지만 인터도메인 수 에서 QoS 라우  문제가 훨씬 

더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AS들을 연결하는 peering 링크들이 트래픽의 주된 정체

지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55]. 이 정체 지 에서 

효율 으로 망 자원 사용을 리하는 것은 end-to-end 

QoS를 제공하는데 아주 요하다. 한편 망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multi-homed stub AS가 일반화 되었

고, 이는 목 지로 도착하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한다. 따

라서 경로선택 과정에서 QoS 정보를 고려하여 라우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BGP는 단지 인

터도메인 간 ‘reachability' 정보를 달하기 한 로토

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QoS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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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QoS 정보를 달하고 분배하지 못하는 BGP 라

우터들은 그들이 수신하는 고로부터는 원하는 QoS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BGP 경로 선정 과정에

서는 지연시간, 역폭 등과 같은 실제 인 end-to-end 

QoS 측도들을 거의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QoS 에

서 보면 최  경로가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로 (그림 

6)의 라우터 R은 network A로 가는 경로로 AS4, AS5를 

선택하는데 (짧은 AS-path 길이) 이는 AS2, AS3, AS5의 

경로의 지연시간 100msec보다 더 큰 150msec의 지연시

간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터도메인 QoS 정보를 고할 

수 있도록 BGP를 확장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그림 6. BGP에서 QoS
Fig. 6 QoS in BGP

BGP가 QoS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면 여러 이 이 있

다. 먼  인터도메인 패킷 송 성능을 최 화할 수 있

다. BGP 메시지 내에 QoS 라우  정보를 당하게 사용

함으로써 데이터 패킷을 송하는데 높은 가용 역과 

낮은 트래픽 부하를 갖는 경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도메인 traffic engineering을 더 효율 으

로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체 (Global)인 망의 트래픽 

상태를 알 수 있다면 국지 (Local)인 IP 트래픽을 더 효

율 으로 리할 수 있다. 한 라우  계층으로부터 

QoS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인터도메인에 연 된 

로토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3.3.2.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의 문제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은 인트라도메인 라우 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문제 들이 있다. 도메인의 망 운

자들은 자기 내부의 망 구조나 형상을 독 인 정보

로 인식하여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도메인 라

우 은 체 인 망 구조에 한 세부 인 지식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 인 인터넷의 엄청난 

규모는 망 구조나 체 인터넷의 자원 가용도에 한 

세부 인 정보를 하고 분배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

하게 한다. 

 BGP가 QoS 정보를 포함하여 고하는 데는 크게 2

가지 요한 문제 이 있다. 먼  규모성(Scalability) 문

제다. BGP는 원래 목 지의 ’reachability' 정보를 교환하

기 하여 설계되었다.  QoS 측도 정보가 추가되더라도 

인터넷 라우 의 규모성이 QoS 정보의 동 인 성질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인터도메인 라우 에

서 링크나 경로들의 이질성(Heterogeneity)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BGP 라우터들 사이에 연결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다. 로 어떤 연결은 직  물리 인 링크일 

수 있고, 다른 연결은 IGP 경로와 같이 인트라도메인 라

우 에 의해 제공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한 경로수

정 기간이나 사용하는 QoS 측도도 도메인마다 다를 수 

있고, 경로 통합 고 시, 두 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

부터 받은 QoS 정보는 이질 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AS들로부터 받은 QoS 정보는 서로 다른 수 의 정확도

를 가질 수도 있다.

3.3.3. 제안된 인터도메인 QoS 라우

Cristallo[56]는 AS 간 QoS 정보를 교환하기 한 

BGP 사용을 조사하 는데, QoS NLRI(Network Layer 

Reachability Informat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BGP 속성

을 제안하 다. QoS 정보는 지연시간, 손실률, 역정

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Ho[57]는 역(Bandwidth) 

보장에 을 맞추고 end-to-end QoS 지원을 하는 인터

도메인 라우 을 한 모델을 제시하 다. End-to-end 

역 조건을 고려하면서 목 지로 향하는 고객 트래픽

을 한 출구 라우터의 선택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scalability 문제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고, 경로 통합 고 시, QoS 정보 처리 문제 등이 남

아있다.

앞에서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의 문제 들로 규모

성과 이질성을 언 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Xiao[58]는 BGP가 고할 QoS 측도로서 통계  측도 

즉, 가용 역 지수(Available Bandwidth Index), 지연 시

간 지수(Delay Index), 가용 역 히스토그램, 지연 시간 

히스토그램 등을 제안하 다.  제안된 통계  측도들을 

통해 이질 이고 동 인 QoS 측도들이 좀 더 유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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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표 될 수 있고, QoS 고와 라우 의 규모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규모성 문제와 목 지까지 연결을 제공하면서 QoS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발견하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Okumus[59]는 지역(Region)을 토 로 하는 link 

state 인터도메인 QoS 라우  방법을 제안하 는데, 지

역은 다수개의 AS 집합을 나타낸다. 지역의 크기와 평균 

최단 경로 길이, 규모성 등은 서로 연 되어 있는데, 규

모성에서 얻은 이득이 평균 최단 경로 길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Beben[60]은 인터도

메인 QoS 라우  로토콜, EQ-BGP를 제안하 다. 기

존의 BGP에 다음의 4가지 QoS 요소를 추가하 다: 1) 경

로의 QoS에 한 정보를 달하는 새 경로 속성, 2) 경로 

상에 있는 도메인들과 인터도메인 링크를 토 로 QoS

를 계산하기 한 QoS 통합 함수, 3) QoS를 고려하는 경

로 결정 알고리즘, 그리고 4) 다수개의 라우  테이블이

다. EQ-BGP는 규모의 망에서 운 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규모성과 수렴성이 요한데, 모두 BGP-4와 비

슷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

QoS 라우 도 본래 어려운 문제인데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은 서로 별개로 독립 으로 운 되는 AS들 사이

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따라서 AS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QoS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Stub 

AS가 지연시간 QoS를 고려하는 기본 인 방법은 이기

인 라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력 트

래픽에 한해 국지 인 최  경로를 발견할 수는 있다. 그

러나 경로 상에 존재하는 transit AS에 선택된 경로가 미

치는 향에 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 선택으

로 인해 떨어져 있는 intra, 혹은 인터도메인 링크에 혼잡

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AS들 사이의 력은 이기

인 라우  방법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성능 하나 경

로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주요 열쇠가 될 수 있

고, 이는 QoS를 고려하는 미래의 인터넷에 아주 요한 

문제이다. 이런 에서 Nanda[61,62]는 BGP 라우  정

책이 QoS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AS들간 

정책 조정이 규모성 문제와 QoS 지원에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조사하 다. 이를 토 로 인터넷에서 AS들 사이에 

정책 분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한

편 Fonte[63]는 다수개의 QoS 제한 조건과 라우  선호

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stub AS와 transit AS들 사이에 

력을 통해 조정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인 QoSR을 제

안하 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서로 독립 으로 운 되

는 AS들이 내부 정보 노출을 꺼리는 문제와 보안 문제 

등,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다. Fonte[64]는 인터도메인 QoS 라우 에 한 

체 인 조사를 수행하 다. 먼  QoS 지원과 련하

여 인터도메인 QoS 라우 의 주요 문제 들을 지 하

다. 그리고 제시된 인터도메인 QoS 라우   가장 

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논의하 다. 기술 으로 어려

운 들에 주안 을 두고 QoS를 지원하기 하여 기존 

BGP-4를 확장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체해야 하는

지에 한 보다 근원 인 문제들에 해 범 한 논의

를 수행하 다.

Masip-Bruin[65]은 xDSL, UMTS, WiFi 그리고 LAN 등 

다양한 이질 인 액세스 망에 걸쳐서 체 인 QoS 체

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한편 He[66]는 인터

도메인 라우  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망구

조 모형을 제시하 다. 라우  정책이 인터도메인 라우

에서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 시뮬 이

션 모델에서는 주로 간과되었는데, 제시된 망 구조는 라

우  정책을 고려한 보다 실제 인 모형이다. 

Ⅳ. 결  론

인터넷의 상업화로 이용자 수가 폭발 으로 증가됨

에 따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경제 인 는 

정책 인 이유로 인터넷 트래픽의 제어를 목 으로 인

터도메인 라우  로토콜인 BGP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 은 BGP의 ‘최근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먼  BGP를 BGP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 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인터도메인 라우 의 ’open question'으

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로토콜의 안정성, 트래픽 엔지

니어링 그리고 QoS(Quality of Service) 에서 조사하

고, 왜 이 문제들이 재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았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BGP 분야의 최근 연

구 동향을 조사하 다.  

BGP의  다른 큰 문제 은 보안(Security) 분야이다. 

보안에 BGP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문제 은 BGP의 

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6,67]. 보안 분야는 자체만으

로도 매우 범 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 시

키지 않았지만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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