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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기반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은 객체지향 언어로 개발되고, 데이터의 관리는 RDB(Relational 

Database)를 이용하여 구축된다. 두 시스템은 이질적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모델의 불일치성(object-

relational impedance mismatch)을 발생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되는 객체-관계 매핑 프레

임워크(ORM-Framework)는 RDB 의 테이블과 객체지향 언어의 객체를 매핑하는 구조로 복잡한 메

타정보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매핑하기 때문에 개발이 복잡하고, 변경에 유연하지 못하여 유지보

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ORM 프레임웍크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변경에 유

연한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되는 프레임워크는 SQL 을 래핑하는 구조로 테이블

과 객체의 메타정보가 불필요하고, 정형화된 구조를 가진 래퍼의 사용으로 소스코드를 자동 생성

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변경에 유연하다. 제안 프레임워크는 Hibernate, 

iBATIS 와의 테스트 결과 구동 매커니즘이 거의 동일한 iBATIS 와는 처리속도가 비슷했고, 

Hibernate 의 약 3 배 빠른 속도를 보였다. 코딩량은 Hibernate 대비 1/9, iBATIS 대비 1/4 을 나타냈

다. 

ORM;Framework;ActiveRecord;Metaprogramming 

1. 서론 

기업형 시스템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RDB 간의 연

동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의 아키텍처 설계 시 중요한 이슈를 차지한다. 객체 

지향 언어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과 RDB 는 이질적

인 시스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로 분리된 분산환경 

그리고 각 솔루션 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의 영향

으로 모델의 불일치성(object-relational impedance 

mismatch)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6].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많은 퍼시

스턴스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있으며, 아

래와 같은 장점을 가진다[6]. 

� Structural mapping more roust 

� Less error-prone code 

� Optimized performance all the time 

� Vendor independence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은 ORM(Object-Relational 

Mapp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지향 응용프로

그램과 RDB 를 통합하는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ORM

은 마치 객체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처럼 RDB 의 데

이터를 응용프로그램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ORM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이고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고 복잡한 메타데이터를 필

요로 한다. 메타데이터는 복잡한 구조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발이 복잡하고, 네이밍 기반 매핑으로 

인하여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

한 매핑이 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원

인이 되고, SQL 을 운영시점에 자동으로 생성하여 

DBMS 밴더에서 지원하는 쿼리를 이용한 튜닝요소를 

사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응용프로그램과 RDB 의 

통합을 SQL 을 래핑하는 구조의 퍼시스턴스 프레임워

크를 제안 한다. 이 구조는 데이터의 매핑에 필요한 

복잡한 메타데이타가 필요 하지 않다. SQL 래퍼는 템

플릿 형태로 SQL 만으로 자동으로 생성하여 ORM 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도 변경에 유연하다. 

래핑은 운영시에 발생하지 않고 생성된 소스코드에 

의해 내장되어 운영시 매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가 없어 보다 빠른 처리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 관련연구에서

는 대표적인 ORM 프레임워크인 Hibernate 와 Apache

의 iBATIS 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알아보고, 

Metaprogramming 과 Object Wrapping 관련 연구를 알아

본다. 3 장 제안 모델에서는 제안하는 퍼시스턴스 프

레임워크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4 장 비교분

석에서는 Hibernate, iBATIS 와 제안 프레임워크를 테

스트를 거쳐 비교하고 비교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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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객체지향 언어는 모델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3]. 이들 디자

인 패턴을 적용한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는 데이터의 

관리를 중요시하는 기업시스템에서 주요하게 쓰여지

고 있으며 Hibernate, Apache 의 iBATIS, Oracle 의 

Toplink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class ORM

DataClass

- col1:  string

- col2:  string

- col3:  string

+ getCol1() : string

+ setCol1(string) : void

+ getCol2() : string

+ setCol2(string) : void

+ getCol3() : string

+ setCol3(string) : void

DataMapper

+ select() : DataClass

+ insert(DataClass) : void

+ update(DataClass) : void

+ delete(DataClass) : void

«metadata»

MappingData

Table

«column»

 col1

 col2

 col3

«trace»

«import»

«trace»

 

(그림 1) Object Relational Mapping 

Architecture[3] 

 Hibernate 는 메타정보를 통해 RDB 의 테이블을 오브

젝트와 매핑한다[1]. 마치 객체의 변수를 수정하는 것

처럼 RDB 의 정보를 생성, 조회, 수정, 삭제 할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HQL(Hibernate Query Language)이

라는 RDB 독립적인 질의 언어를 지원하여 RDB 종류

에 상관없이 프레임워크에서 적당한 SQL 로 자동 변

환 한다[1]. 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많

은 메타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 메타정보들은 네이밍 

기반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성하기 힘들고, 

변경 발생시 수정이 어려우며, 에러를 발생시킬 확률

이 높다. 그리고 테이블과 매핑되는 클래스가 존재해

야 하고 클래스 내부에 테이블의 관계와 유사한 클래

스간의 관계가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

화가 잦은 기업시스템의 변화에 반영이 힘들다. 

iBATIS 는 메타정보를 이용한 클래스와 SQL 을 매

핑하는 SQL Mapping 기법을 사용한다. 
class SQLMap

SQLMap

+ select() : ResultObject

Table1

«column»

 col1

 col2

«metadata»

QueryMetadata

+ query:  string

ResultObject

- col1:  string

- col2:  string

- col3:  string

- col4:  string
Table2

«column»

 col3

 col4«import»

«trace»create

«trace»

 

(그림 2) SQL Mapping Architecture[2] 

iBATIS 는 Hibernate 와 같이 강력한 기능은 지원하

지 못하는 반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빠른 처리성

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능이 협소하고, 

SQL 이 많아 질수록 그에 대응하는 클래스도 함께 개

발되어야 하며, 쿼리 및 데이터 클래스의 재사용이 

힘들다[2]. 

퍼시스턴스프레임워크의 메타정보는 개발룰이 정의 

될 경우 소스파일의 자동생성이 가능하다.  Hibernate, 

Oracle toplink 의 경우 XDoclet 을 이용한 소스코드의 

생성을 지원하며, iBATIS 의 경우 구현되어 있지는 않

지만 SQL 을 이용한 클래스 코드의 자동생성이 가능

하다. 이처럼 메타 정보를 이용한 코드의 자동생성은 

Meta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한다[4]. 

sd MDA and Metapgm

Representational 

Map

SOUL Based 

Metadata

Object-oriented 

language codeGenerate Code

 

(그림 3) Metadata 를 이용한 OOP Code Generate[4] 

이 기법은 도메인 독립적인 정보와 그 정보를 표현

할 Template 을 가지고, 생성할 도메인의 정보를 입력

받아 도메인에 맞는 코드를 자동 생성한다[4]. 본 논

문의 제안 모델은 SQL 을 이용하여 클래스 코드를 생

성하는데 이 기법을 이용한다. 

 ORM 의 매핑은 메타정보를 Cache 에 저장해 두고 

요청정보를 분석하여, 매핑 정보를 Cache 에서 조회하

여 질의를 실행, 결과를 보여줄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딩하여 데이터를 매핑한다. 개발단계에 이미 결정 

되는 객체대 관계의 매핑을 운영시에 일으킴으로써 

불필요한 성능 저하와 Cache 의 병목현상을 가져올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적 매핑이 아닌 래핑(wrapping)을 사용한다. 
class ObjectWrapper

ApplicationData

- insertObj:  boolean

- deleteObj:  boolean

+ getClassName() : string

+ readValue(string) : DataType

+ writeValue(string, DataType) : void

+ transitory() : void

Select

- className:  string

+ Select(string) : void

+ Select(List) : void

+ getSearchPredicate() : string

+ selectObj() : long

+ createObj(Set) : void

+ transitory() : void

BooleanFactor

+ BooleanFactor(string, string, string, ColumnList) : void

+ getBooleanFactor() : string

+ transitory() : void

 

(그림 4) Object Wrapper Design[5]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Ruby 의 Rails 프레임워

크에서는 객체와 테이블을 래핑을 이용한 기법으로 

처리한다[7]. ActiveRecord 라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

여 데이터 관리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한 

클래스에서 처리 한다. 운영시에 동적으로 매핑하는 

것이 아닌 Compile 시점에 매핑을 결정해서 운영시점

의 부하를 줄인다. Rails 의 경우는 관계를 기술하는 

메타정보는 없지만, 테이블의 관계를 소스코드상에 

기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모델과 개발 소스

코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ORM 과 마찬가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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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하고, 모델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소

스코드를 그에 맞게 변경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제안모델 

제안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문제점인 복잡한 메타정

보와,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동적 매핑을 제거하기 

위해 ActiveRecord 패턴을 변형하여  SQL 을 래핑하

는 구조를 이용한다. ActiveRecord 패턴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An object that wraps a row in a database table or view, 

encapsulates the database access, and adds domain logic on 

that data[3] 
class ModifiedActiv eRecord

Table1

«column»

 col1

 col2

Table2

«column»

 col3

 col4

Activ eRecord

- col1:  string

- col2:  string

- col3:  string

- col4:  string

+ insert() : void

+ update() : void

+ delete() : void

+ select() : ActiveRecord

«trace»

«trace»

 

(그림 5) Modified ActiveRecord Architecture 

ActiveRecord 는 테이블의 정보를 객체로 래핑하여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를 한 객체에서 처

리한다. 이 방법 역시 테이블간 연관성이 소스에 포

함 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ctiveRecord 의 방식을 변형한 SQL

래퍼를 이용한다. RDB 와 응용프로그램의 구조적 연

관성을 없애고,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한 SQL 을 ActiveRecord 로 래핑하고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는 테이블 구조가 변경 되더라도 쿼리만 변경하

고 소스는 빌드툴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하는 것으로 

변경의 반영이 완료 된다. 그리고 RDB 밴더에서 제

공하는 SQL 을 이용한 튜닝 요소도 반영이 가능하다. 
class Activ eRecordGenerate

Activ eRecord

- col1:  string

- col2:  string

- col3:  string

- col4:  string

+ insert() : void

+ update() : void

+ delete() : void

+ select() : ActiveRecord

Table1

«column»

 col1

 col2

Table2

«column»

 col3

 col4

«metadata»

QueryMetadata

- query:  string

Activ eRecordGenerator

+ generate() : void

Activ eRecordMetaModel

+ insert() : void

+ update() : void

+ delete() : void

+ select() : void

«import»
«import»

«trace»

«trace»

generate

 

(그림 6) ActiveRecord MetaProgramming 

 빌드툴에서는 SQL 의 결과와 RDB 의 정보를 RDB

로 부터 조회하여 ActiveRecord 를 생성한다. 생성시 

RDB 로 부터 조회 SQL 에서 이용된 테이블 리스트 

및 그 테이블의 컬럼 리스트등을 함께 조회하여 SQL

에서 사용된 테이블의 ActiveRecord 도 함께 생성한다. 
class Activ eRecord

QueryRecord

- aliasMap:  java.util.Map

«Property»

- crudType:  String

+ insert() : int

+ update() : int

+ delete() : int

+ select() : ActiveRecord

+ getXxxXxx() : java.lang.Object

+ setXxxXxx(java.lang.Object) : void

+ setParamXXX(java.lang.Object) : void

TableRecord

+ insert() : void

+ update() : void

+ delete() : void

+ select() : ActiveRecord

+ getXXX() : java.lang.Object

+ setXXX(java.lang.Object) : void

«interface»

ActiveRecord

+ insert() : int

+ update() : int

+ delete() : int

+ select() : ActiveRecord

 

(그림 7) 자동생성되는 ActiveRecord Class 

 래퍼는 SQL 을 기준으로 다테이블을 처리하는 래퍼

와 단일 테이블을 처리하는 래퍼를 분리 한다. 위 (그

림 9)에서 QueryRecord 는 조인등의 복잡한 쿼리 구조

를 처리하는 SQL 을 감싸는 ActiveRecord 이고, 

TableRecord 는 단일 테이블을 감싸는 ActiveRecord 이

다. QueryRecord 는 감싸는 SQL 의 테이블 포함구조를 

TableRecord 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생성된다. 일반 

SELECT 의 처리 이외에 INSERT, UPDATE, DELETE 의 

처리는 별도의 SQL 작성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렇게 생성된 클래스는 어떤 메타정보도 없이 즉시 사

용 가능하다.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는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없

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 응용프레임워크를 함께 구

현 하였다. 응용프레임워크는 개별 퍼시스턴스 프레

임워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에 동일한 환경을 부여

함으로써 일관된 코드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4.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Hibernate, iBATIS 를 제안 프레임워크

와 성능 테스트를 통해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프레임워크를 “SQL 래퍼”라고 호칭한다. 

프레임워크는 Java 로 개발되었으며 동일한 환경에

서 테스트 하기 위해 Hibernate 와 iBATIS 도 Java 버

전을 사용 하였다. 테스트 환경은 아래와 같다. 

� ServletContainer : Tomcat 5.5, Heap Size 512m 

� JDK : Sun J2sdk 1.4.2_15 

� Database : Oracle 10g Express Edition 

� Hibernate 3.2 

� iBATIS 2.3.0.677 

테스트는 세종류의 SELECT 문을 3 회에 걸쳐 100 회

씩 실행하고, 수행 시간을 최대/최소값 5 건씩을 뺀 

나머지 평균 수행시간을 측정 하였다.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Java 소스와 메타

정보 파일의 LOC(Line Of Code)를 비교 하였다. 

 SQL 은 4 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일반 조인쿼리,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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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조인하는 다테이블 조인 쿼리, 4 개 테이블

이 조인하고 대량 데이터(210 만건)를 조회하는 쿼리

를 이용하여 테스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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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반조인쿼리 수행결과 

 일반조인쿼리를 실행 하였을 때는 Hibernate 의 경우 

0 ~ 37ms 의 분포를 보였고, iBATIS 와 SQL 래퍼의 경

우 0 ~ 10ms 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였다. iBATIS 의 

경우 최초 호출시 Cache 에 등록하기 위한 추가시간

이 필요하였다. 

다테이블(7)조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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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테이블조인쿼리 수행결과 

 다테이블 조인쿼리의 결과는 일반 조인쿼리를 수행

할때 걸리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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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량데이터 조인쿼리 수행결과 

 대량데이터 처리 시 iBATIS 는 OutofMemoryError 를 

발생시키며, 수행이 중지 되었다. 건수를 줄여서 조회

하면 900ms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모 되어 대량데이

터 처리에서는 서버의 메모리 사용에 과부하가 발생

하였다. Hibernate 의 경우는 310ms ~ 700ms 의 높은 수

행시간을 보였고, SQL 래퍼는 160ms ~ 180ms 의 빠르

고 안정적인 수행시간을 보였다. 

 아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 구현한 파일의 수와 구

현이 필요한 부분의 코딩라인이다. Java Code 는 Sun

의 “Code Conventions for the JavaTM Programming 

Language”을 준수하여 코딩하고 LOC 에 주석은 제외 

하였다. 

<표 1> Line of Code(LOC) 및 기능 비교 

Framework 관련파일수 LOC 

SQL 래퍼 ActiveRecord : 10 

query.xml : 1 

0

89

Hibernate POJO : 13 

Table.hbm.xml : 9 

661

139

iBATIS POJO : 3 

QueryMapper.xml : 3 

299

138

SQL 래퍼 와 Hibernate 의 경우 위의 코드 만으로 

Insert 나 Update, Delete 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iBATIS

의 경우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는 기존 프레임워크에

서 취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RDB 의 밀접한 연

관성을 부여하는 아키텍처를 취하지 않고 RDB 의 테

이블 구조와 상관없이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처리

하기 위한 행위 만을 관리하고, 그 행위를 SQL 을 이

용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프레임워크 보다 빠른 

처리 속도와 구조의 단순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Metaprogramming 을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개발의 편의성과 변경에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제안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MDA(Model Driven 

Architecture)등의 모델 기반 아키텍처의 부분으로 이

용이 연구되면 복잡한 DB 작업이 많은 기업 시스템에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터 RDB 까지의 소스코드의 

자동생성이 가능해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에 많은 

잇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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