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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ML 기반으로 통합된 SLA와 QoS 프로파일을 설

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케팅에서 주로 적용되는 CRM을 

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고객에게 적용하여 고객의 서비스 패턴에 

따라 서비스 요구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이를 이용한 

SLA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QoS 프로파일을 포함하여 UML 기반

으로 설계함으로써 통합적인 서비스 자원 관리를 하도록 한다.  선
행연구에서 진행되어온 사용자 관점의 QoS 부분을 SLA관리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연구로 고객과 서비스간의 관계를 잘 정의

하고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인 UML을 기반으로, SLA 관리에 QoS 프
로파일을 통합시키도록 설계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QoS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의 INDEX 프로젝트는 사용자 선호도

와 가격 모델에 의해 사용자 기반 QoS를 규정하였다. [3]은 웹을 

위한 XML 기반 QoS 언어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미들 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응용에서 QoS 기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4]은 SLA 개념을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에 의한 QoS 계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웹 기반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5]는 QoS 온톨로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6]은 사용자 관점에서 QoS 규정과 온톨로지 언

어를 어떻게 통합시키는 가에 관한 연구이다. 한편, SLA에 관한 

연구는 [7][8] HTTP 프로토콜 연결 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제어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수 등급과 일반 등급으로 나누면서, 가장 최

근에 자주 방문한 사용자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다. [9]은 웹 기반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 관리 시스템으로, 시용

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계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바와 

CORBA를 이용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QoS 파라메터를 정의하였

다. [10]은 일반적인 형태의 QoS 계약 협상과 SLA를 UML 기반

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QoS 보장과 기업 관점에서의 서

버 자원 관리라는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고객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스트림 서버의 승인비율을 제어하는 사용자 관점 위주의 

승인비율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즉, 실적이 우수한 사

용자는 일반 등급의 고객보다 더 높은 수준의 Qo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SLA 관리 측면에 QoS 요소를 통합할 필요

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UML 기반 SLA에 QoS 프로

파일을 통합 설계하고자 한다. 이들 간의 관계를 UML 다이어그

램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SLA와 QoS Profile을 위한 다이어그램

Fig. 2. Diagram for SLA and QoS Profile

일반적으로 SLA 관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된

다. 첫째, 고객과의 SLA 계약을 체결한다. 둘째, SLA 계약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구성한다. 셋째, SLA 파라메터를 감시한다. 넷째, 
SLA 계약 준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SLA 관리 부분에 사용자 관점의 QoS의 기능을 통합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정의하므로써, 정보의 손실 없이 품질 보장된 웹 서비스

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웹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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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와 QoS의 효율적인 환경을 위한 UML기반 통합 설계를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웹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 실

적 또는 등급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서비스 요청과 서비스 품질

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

율적인 고객과 서비스간의 상호작용 및 품질 보장을 위해 UML 
기반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정된 스트림 서버 자원 한

도 내에서 사용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더 높은 서비스 승인 비율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SLA 관리에 

QoS 프로파일을 통합하므로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서버 자원 관

리 및 고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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