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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SLA를 자동으로 리하고자 하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측면과 과  

체계 자동화 측면에서 완성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자동화된 서비스 수  약을 제공하기 한 구조를 제안한다. 본 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를 연결하며, 주로 제공자 측면에서 작성되던 SLA
를 사용자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

   최근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와 클라우

드 컴퓨  기반의 IT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사

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서비스 수  약인 SLA[1]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즉, SLA는 서비스 공 자가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동안 서비스의 품질 (QoS, Quality of 

Service)을 보장하기로 한 계약에 한 이행 기 을 설명

하는 문서이다. 오늘날의 SLA은 부분 자연 언어로 작

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된 문서는 서비스 

로비 닝과 같은 작업화에 어려움이 많아 비용 인 측

면에서 경제 이지 못하다. 그리하여 서비스를 한 SLA

를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자동 으로 생성하

고 리하는 SLA 자동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그

리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QoS를 보장

하면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SLA를 기반

으로 IT 서비스 리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ITSM)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를 한 리 

도구들은 계약 규칙을 Java와 C++과 같은 표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애 리 이션 로직에 직  인코딩한

다. 이것은 차  제어 흐름을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근과 계산 로직들과 함께 완 하게  구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 해결을 해 최근 SLA 

련 로젝트를 살펴보고 SLA 자동화를 제공하기 해

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해 논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LA와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어떤 문제 이 있는지 확인한 후 SLA 생성  리 자동

화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기술한다. 3장에서는 SLA 

리 자동화를 한 로커 기반의 서비스 구조를 제안하며,  

4장에서는 제안 구조를 이용한 추후 연구 게획에 해 기

술하며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표 인 SLA와 련된 연구로든 RBSLA 로젝트

[1]와 SLA@SOI 로젝트[2]가 있다. RBSLA(Rule- 

based Service Level Agreement)[1]는 자계약, SLA 

리 업무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한 규칙 기반의 서비

스 수  리 임워크이다. 총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

어 있는 RBSLA는 외부 시스템, 정  실행, 지식 표  , 

동  업무  계약 로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로직은 

논리 기반 임워크로써 지식 표 의 기본이 되는 형식 

논리에 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RBSLM 

(Rule-based Service Level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다. RBSLA는 외부 로그램과 통합이 용이하고 

SLA 자동화에 필요한 다양한 형식 언어를 모듈로 만들어

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RBSLA로의SLA 조항의 자동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의 부재로 계약 내용 처리에만 

이며 SLA 체 로세스 리에 부족하다.  다

른 SLA와 련된 연구인 SLA@SOI[2]는 2008년부터 3년

간 SAP, Intel, XLAB, UDO 등 총 11개 기 이 참여한 

NESSI의 략 로젝트 다. SLA@SOI는 SLA가 지원되

는 서비스 기반 인 라 (Service-Oriented Infrastructure) 

구축을 한 구조  방법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SOI

는 IT 인 라를 서비스로서 설명하기 한 체계, 즉 SOA

가 원활히 구 되는 데 기반이 되는 인 라의 민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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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한 개념의 집합이다. SLA@SOI는 상용 로

그램 언어인 Java로 구 되었으며 소스 체를 오 소스

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SLA@SOI를 해 SLA 조항은 

애 리 이션 내장형으로 코딩되어 있어 유지 보수성과 

자동화 측면에서 단 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Active SLA 

기반의 연구[3]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어로 작성된 SLA에 

한 유지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작되었으며, 능동형 SLA를 이용하여 능동형 SLM(Active 

Service Level Agreement) 시스템[3]을 제안하 다. 능동

형 SLA는 표  RuleML 기능과 능동문서의 기능을 확장

하여 만들었으며, Prolog 등의 논리 언어로의 변환 작업을 

거쳐야 한다. ASLM을 한 ASLA 변환 작업은 4단계가 

필요하며, SLA 조항의 자연어 표 , 자연어의 형식언어로

의 표 , 형식언어의 Prolog로의 표 , 마지막으로 ASLA

로의 변환이다. ASLA의 Rule Engine 기반 실행을 통해 

ASLM을 실 [3]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 수 에 

따른 과  체계의 자동화나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요 

측정지표들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에이 트의 개발 등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3.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SLA 리 

자동화 구조

   본 장에서는 과 을 한 SLA 리 자동화 구조에 

해 제안한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서 SLA를 한 품질 측정 지표로 SMI(Service 

Measurement Index)[4]와 국제 표 으로 제정된 ISO/IEC 

9126[5]을 주로 사용한다. SMI는 CSMIC(Cloud Service 

Measurement Initiative Consotium)이 제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이며, ISO/IEC 9126은 원래 소 트

웨어 품질 측정 기 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 측정 기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SLA 리를 한 자동화 구조를 본 장에서 제안한다. 

<그림 1> 로커 기반 SLA 자동화를 한 서비스 구조

   제안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SLA 

리 자동화를 한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클라우드 서비

스 로커를 기반으로 한다. 제안 구조에서 로커는 클라

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연결하

며, 로커의 역 안에서 SLA와 자원 모니터링이나 

로비 닝을 실시하기 한 SLA Manager, Resource 

Manager, Run time monitor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로커는 Compatibility Determination Manager와 Service 

Approximation Manager, Discovery Manager를 통해 서

비스 요청에 합한 서비스를 찾고 그에 한 SLA를 자

동으로 작성한다. 이 때 Profit Calculation Manager를 이

용하여 비용 측면에서도 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결론

   서비스 벨을 리하기 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RBSLA 로젝트와 SLA@SOI 

로젝트가 가장 표 이다. 국내에서는 능동문서를 활

용한 ASLM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 을 한 

자동화나 품질 자동 측정을 한 지표에 한 에이 트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지표

를 선정하기 한 기 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

스 로커 기반의 SLA 자동화 구조를 제안하 다. 본 구

조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의 측면에서 SLA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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