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1장. Data Modeling 용어 정의
Model
Model이란 문서화된 설명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련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모델은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ex : 경영자의 관점, 설계자의 관점,
계약자의 관점)

Data Model
Data Model이란 업무 요구 사항들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와 업무규칙에 관한 명세서이다.
시각적으로 Data Model은 Entity-Relationship(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다.

IDEF1X Logical Model
Logical모델은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업무규칙을 표현한다.
그것은 DBMS와는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델링 언어인 IDEF1X(integrated Definition for information modeling, method 1
eXtended)는 Graphical한 Symbol의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

IE Logical Model
IE(Information Engineering)는 Logical모델에서 표현할 때 다른 표기법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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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ata Model
Physical Data Model은 설계와 구축 사이에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이다
특징
DBMS에 의존적이다
SQL의 구성 요소인 DDL로 구현된다.
DBMS 성능(Performance) 효과에 역점을 두어 모델링 해야 한다.
설계

구축

Hardware Considerations

Transaction Patterns

SQL Script/DDL

Physical Model

SALES
Database

DBMS Functions

Security Issues

Dimensional Model
Dimensional model은 Data Warehouse를 설계 할 때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Data model이다.
이 Dimensional model의 중심에는 FACT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Data Warehouse의
분석 주제가 된다. FACT 테이블 주위에는 여러 개의 DIMENSION 테이블이 존재하며 이것은
FACT 테이블이 분석되는 카테고리를 가리킨다.
FACT테이블의 Primary Key는 DIMENSION 테이블에서 이주된 Foreign Key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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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Physical 모델의 분리
ERwin Data Modeler 4.1 이전 버전에서는 Logical모델과 Physical모델이 언제나 한 모델에
쌍으로 연결된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버전 4.1에서는 Logical모델과 Physical모델이 분리
된 형태의 모델도 지원한다. 물론 4.1이전 형태의 모델도 계속 지원한다.
전통적인 모델의 문제점은 때때로 Object들이 항상 쌍으로 유지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Logical 레벨에서 한 Entity를 삭제한다면 자동적으로 Physical Table이 삭제된다. 이것은
Data 관리자의 Logical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DBA가 Physical레벨에서의 변경작업이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분리된 모델은 한쪽 모델을 변경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Physical모델에서 Table이 삭제될 필요 없이 Logical 모델에서 삭제 할 수 있다. 완전 분리
된 모델의 문제점은 한쪽 모델이 변경될 때 다른 쪽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Rwin Data Modeler 4.1은 사용자가 원한다면 한 모델이 변경될 때 다른 모
델도 영향을 받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분리된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모델도 두개의 모델로 나뉘어 질 수 있다. Design Layer Architecture 기능을 이
용하면 된다.

Logical Model

Phys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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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ERwin Data Modeler 4.1 작업 환경 이해
3.5.2 버전에서 4.1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작업환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은
Model Explorer의 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ERD에서 사용되는 object의 탐색기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각 object가 Hierarchy구조로 되어 있으며, Model, Subject area,
Domain별로 구분되어져 있다. Explorer에서 Drag and drop방식으로 object를 추가할 수 있
으며, Explorer에서 직접 Editing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변화된 작업환경을 이해한다.

새로운 모델 생성하기
1. ERwin을 실행하거나, File메뉴에서 New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나타나는 화면은 다음과 같다.
Logical
: Logical모델 정보만으로 구성되는 모델 타입이다
Physical
: Physical모델 정보만으로 구성되는 모델 타입이다
Logical/Physical : ERwin 모델의 전형적인(Classical) 타입으로, 하나의 모델에
하나의 Logical side와 하나의 Physical side로 구성된다.

2. 위의 화면에서 OK버튼을 클릭하면 Model Explorer가 나타난다. 이것은 모델내의 Object
를 쉽게 찾는데 도움을 주며, Diagram내에서 Object를 탐색하지 않아도 Explorer내에서
object의 편집(create, rename, delete, update, ordering etc...)작업이 가능하다.
Subject Area box
Toolbar

Toolbox

Model
Explorer

Diagram
Window

Stored Display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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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ttribute 항목들의 세팅작업
1. Entity를 추가하기 위해 Explorer를 사용한다. Entity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Pop up 메뉴의 new를 클릭한다.
Entity 명을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Entity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Diagram상에서
십자모양의 마우스모양이 나타날 때 드래그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2. Attribute를 추가할 때도 Entity 생성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Entity 명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Pop up메뉴를 이용한다.

3. Attribute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Explorer상에서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으며,
ERwin3.5.2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하게 Diagram상에서도 마우스로 Attribute를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서 외에도 각종 관련된 항목 변경도 Explorer상의 Properties를 이용하거나, Diagram상
에서 Entit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Attribute Editor에서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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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Default 옵션 설정
1. Model메뉴에서 Model Properties를 선택한다.
2. Notation 탭 페이지에서 모델링 표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Default 탭 페이지에서는 다음 3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4. RI Default 탭 페이지에서는 각 관계선 종류마다 RI action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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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의 크기조절(Resize)
1. Entity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까이하면 열 십자 모양의 마우스가 나타난다.
이때 클릭 한 번 하게 되면 Entity 테두리에 8 각점이 생겨나며, 그 점을
마우스로 가까이하면 일자모양의 화살표 마우스가 나타나 Entity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Attribute를 추가해도 Entity를 Resize한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Attribute가 부분적으로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ttribute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정확한 Resizing을 해야 할 것이다.

2. 컬럼의 개수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Entity크기가 조절되게 하려면
Entity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여 Auto Resiz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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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에서 그리기 도구 활용
1. Drawing Objects tool bar에서 tool을 선택하여 마우스를 드래그 하여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다.
2. Drawing Object의 Properties에서 그림에 관한 항목들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Entity의 정렬, 간격조정, 그룹짓기
1. 정렬, 간격조정,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Entity를 다중선택 한 상태에서
Alignment toolbar에서 해당되는 툴을 선택하여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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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 Diagram 저장
1. File 메뉴에서 Save나 Save As를 선택하면 아래의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디폴트로. ER1의 파일 형식이 제공 되나 ERT, xml도 지원한다.

파일 type에 따라 저
장할 수 있다.

2. ERwin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
* 파일 형식 ER1은 ERwin의 기본적인 파일 형식으로 ERwin의 정보를 그래피컬(Graphical)
하게 저장한다.
* 파일 형식 ERT(Template)는 새 모델 작성시 이 템플레이트에 있는 ERwin Objects와 모든
setting을 상속 받는다.
* 파일 형식 xml을 지원한다.
3. ERwin 3.5.2 버전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기
ERwin Data Modeler 버전 4.1에서는 하위 버전인 ERwin 버전 3.5.2버전의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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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의 프린트
1. File 메뉴에서 Print⋯를 선택하거나 툴 바의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Print All Pages”를 선택하여 전체 페이지를 인쇄하거나 “Print Selected
Pages”를 선택한 다음 인쇄할 페이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만 인쇄된다.

2. 인쇄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
Border를 인쇄할 수 있다.
색을 넣어 인쇄할 수 있다.

프린트 스케일을 지정할 수 있다.

3. 페이지 마진을 설정하기

프린트 대화상자에서

을 선택하면 아래의 Page Setup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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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Header/Footer로
간다.

페이지에 대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다.

4. 다이어그램에 Header와 Footer를 추가하기
Header나 Footer는 다이어그램을 인쇄할 때 그림의 상단부나 하단부에 표시된다.

여러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Header나 Footer를
미리 보기

5. Print Setup Dialog이용하기

File 메뉴에서 “Print Setup”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프린트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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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인쇄 방향, 프린트 설정, 용지의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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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Layer 이해
Design Layer Architecture
이것은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확히 추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모델타입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이다. 사용자가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델링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
해야 한다. 그 대상을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사시스템 구축
개별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사 모델의 한 부분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데이터 요구대상에 맞는 적당한 타입을 선택한다.
개념적인가
논리적인가
물리적인가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결정한다.
Transactional
Replicated/read-only
Analytical/Warehouse
데이터 모델링은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의 타입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모델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세트에서
관리되어 진다
Design Layer 구조
사용자의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의 한 세트는 조직화 되어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Rwin Data Modeler 4.1 은 각 layer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Logical Model과
Physical Model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연관되어 있는 Design Layer안에서 각각의 모델들은
링크 되며,각 Layer의 변경사항은 다른 Layer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pplication
Application

Physical Model

Logical Model
Conceptual
Application

Enterprise

Physical Model

Model
Application
Logical Model

Application
Phys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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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ayer 구조의 예

사용자는 많은 Logical Layer들과 많은 Physical Layer들을 관리할 수 있다.

Application

Application

Logical Model

Physical Model

Operational

Warehouse

Data Store

Physical Model

Model
Application

Application

Logical Model

Physical Model

Data Mart

Data Mart

Physical Model

Physical Model

Design Layer 관리하기
Design Layers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Layer가 필요한가
모델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질 때 여러 Layer로 나누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모델이 개발될 때 나누어야 한다.
각 Layer에 대해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연관된 Layer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
Design Layer의 추출 기준
하나의 모델은 다른 모델로부터 추출(Derive) 되어질 수 있다.
Logical 모델은 또 다른 Logical 모델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Logical 모델은 또 다른 Physical 모델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Physical 모델은 또 다른 Logical 모델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Physical 모델은 또 다른 Physical 모델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추출된 모델은 Child 모델이라 부른다
Parent 모델은 Child 모델의 모델 소스(Source)라 부른다
Child 모델은 Parent 모델과 연계된다(각 Layer의 변경사항은 다른 Layer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ogical/Physical 모델(Classical Data Model Type)
Logical과 Physical이 통합된 모델(ERwin Data Modeler 4.1 이전 버전에서 사용되던 모델)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단 하나의 Target Server만 필요할 때
Logical모델과 Physical모델간의 차이점이 많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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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작업이 병렬적이기 보다는 비교적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때
사용자는 Logical/Physical모델을 분리할 수는 있으나, Logical모델과 Physical모델간의
링크만 이루어진다. 즉 Logical모델이 Physical모델의 소스가 되는 것이다.
Logical/Physical모델의 분리작업
1. Logical/Physical모델을 열어 Tools메뉴의 Split L/P Model메뉴를 선택한다.

2. Split Model/Logical-Save as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면, Logical모델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한다.

3. Split Model/Physical-Save as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면, Physical모델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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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델을 추출하기(Derive)
아래의 예제는 Oracle로 설정된 Physical모델을 SQL server 7 Physical모델로 추출하는
작업이다.
1. Target DBMS가 Oracle로 설정된 모델을 Open하여 Tools메뉴의 Derive New Model을
선택한다.

2. 다음 화면과 같이 Target Database를 선택한다.

3.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모델 추출이 가능하다.
Logical to Logical
Logical to Physical
Logical/Physical to Logical
Logical/Physical to Physical
Physical to Logical
Physical to Physical
4. 다음은 Derive Models-Select Source Model Objects 페이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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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Object를 다 선택하면 추출된 모델에 모두 포함됨을 의미한다.
만약 Physical모델이나 Logical/Physical모델을 추출한다면 자동변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Many to Many : 모든 다:대 관계는 연관테이블이 생성되는 모델로 자동 변환된다.
Supertype/Subtype : 모든 일반화 관계가 식별 관계선으로 자동 변환된다.

5. 만약 Logical모델을 추출하는 작업이었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료되고,
Physical 모델이라면 Derive Model-Logical to Physical name Conversion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Logical Name을 Physical Name으로 자동변환 시켜주는 메뉴로서, 자세한
것은 Naming Standard Chapter를 참고한다.

6. ‘마침’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며,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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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정보 관리
다양한 Design Layer들은 모델내에 존재하는 Object들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추출되었는지
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추출된 모델마다 Model메뉴의 Model source메뉴에 나타나 있으며,
Table, column Editor에 History 탭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History 정보가 생성되는 작업 내용이다
현재 모델에서 Object를 생성했을 때
모델 소스에서 모델을 추출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을 불러왔을 때(Reverse Engineering)
Transform 기능으로 모델을 변환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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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Logical Modeling
Entity, Attribute, Key 개념
Entity 와 Attribute
ENTITY 란
기업이 유지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사람, 사물, 사건, 장소, 개념

BOOK
book isbn
author first name
author last name
book title
book edition
book publisher
book year published
book lc catalog number

Attribute 란
데이터가

유지되어지는

엔티티의 뚜렷한 특성

각 Entity는 인스턴스라 불리는 개별 객체의 집합으로 표현한다. 각 인스턴스는 유일
하며, 다른 인스턴스와 구별되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 한 인스턴스는 Entity의 견본
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질문들은 Entity 라고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 해당 Object는 특정 업무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2. 업무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가?
3. 해당 Object는 유일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4. 해당 Object는 다른 Object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Primary Key
PRIMARY KEY 란
Entity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도록 하는
하나의 Attribute 혹은 여러 Attribute들의 집합

BOOK
b o o k isb n
author first name
author last name
book title
book edition
book publisher
book year published
book lc catalog number

Primary

Key는

항상

Entity의 선 위에
위치한다(PK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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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인스턴스는 유일하게 식별되어져야 한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 혹은 Attribute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하
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일한 식별자(unique identifier) 혹은 Primary Key 라고 부른다.
Primary Key의 특성
반드시 유일해야 한다.(Unique)
null값을 가질 수 없다.(Not Null)
유용하고 쓸모 있는 최소한의 Attribute로 구성되어져야 한다.(Short)
정적인 값을 가져야 한다.(Static)

Alternate Key(대체키)
ALTERNATE KEY 란
개개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게
하지만, Primary Key로 선택되지
않은 Attribute나 Attribute의 집합

Alternate Key는 Entity의 인스턴스를 구별하기 위한 Attribute의 집합으로 쓰여지나,
Primary Key와 같지는 않다. Primary Key와 다른점은 Alternate Key의 Attribute는 Null
값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Alternate Key Attribute는 AKx.y로 표시된다. ‘x’와 ‘y’의 순서가 중요하다.
‘x’ 값의 의미는 엔티티내 Alternate Key 순서이며, ‘y’는 각 Alternate Key내의
Attribute 순서 정보이다.
Alternate Key가 Index로 될 때에 두 번째 값인 ‘y’는 Index의 column 순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book title”은 첫번째 Alternate Key의 세 번째 Attribute이며,
“book lc catalog number”는 두 번째 Alternate Key의 첫 번째 Attribute가 된다.

Inversion Entry
INVERSION ENTRY 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Entity 인스턴스를
접근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하나이상의

Attribute

Inversion Entry는 인스턴스를 찾는데 이용되는 Attribute의 그룹이다(중복 허용).
이것은 더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Physical 모델링 시 도움을 준다.
각 Inversion Entry Attribute는 IEx.y로 표시된다. ‘x’값의 의미는 엔티티 내
Inversion Entry 순서이며, ‘y’는 각 Inversion Entry 내의 Attribute 순서 정보이다.
예를 들어 “book publisher”는 “BOOK” 엔티티에서 두 번째 Inversion Entry의 두개
속성 중 첫 번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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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 작업 환경
Toolbars

1.Toolbar 설명
아이콘

툴바 버튼 이름

설

명

Create model

새 모델 생성하기

Open model

모델 열기

Save model

모델 저장하기

Print

프린트하기

Data Browser

Data Browser열기

Report Template Builder

Report Template Builder열기

Entity level

Entity Level로 보기

Attribute level

Attribute Level로 보기

Definition level

Entity Definition로 보기

Zoom Out

모델 축소하여 보기

Zoom In

모델 확대하여 보기

No magnification

원래상태로 돌아가기

Fit model

한 화면에 전체 모델 보기

Select rectangle to fit

특정 영역 확대하여 보기

Create Subject Area

Subject Area Editor 열기

Select Subject Area

Subject Area 선택하기

Toggle Logical-Physical

Logical/Physical 모드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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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Logical Toolbox

Object

Drawing Toolbar

관계선

선택하기

사각형

타원

글자

생성하기
둥근사각형

직선

다각형

Entity
생성하기

다중선

1. ERwin IE Logical Toolbox 설명
아이콘

툴박스 버튼 이름

설

명

포인터 역할을 하며 엔티티나 릴레이션십 또는
Select

기타 객체들을 선택할 때 이 포인터를 활용할
수 있다.

Entity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이다.
수퍼(super)타입이나 써브(sub)타입을 결정하는

Exclusive Sub-Category

데 필요한 툴로서 완전 배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Identifying relationship

식별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이다.

Many-to-many relationship

다대다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이다

Non-Identifying relationship

비식별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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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생성하기
1. 엔티티의 구성
Primary Key Attribute
Non Key Attribute

기본키(Primary Key) 속성

기본키(Primary Key)가 아닌 속성

2. 엔티티에 대한 툴박스의 지원
ERwin의 툴박스는 엔티티를 그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3. 엔티티(Entity) 툴의 사용
툴 박스의 엔티티 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면 엔
티티가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난다.

1)
2)
3)
4)
5)

Toolbox의 Entity 툴을 선택한다.
마우스의 커서가 Entity 모양으로 바뀐다.
다이어그램의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Entity가 생성된다.
Entity 이름을 입력한다.
Entity 툴을 다시 선택하여 Entity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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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ity Editor 이용하기
아이콘을 Attach, Detach

엔티티에 대한 History를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엔티티로 이동
할 수 있다.
엔티티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엔티티에 대한 정의

1) Entity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Entity Properties메뉴를 선택한다.
이 editor의 용도는
Entity 이름 rename
Entity 정의 또는 note 정보 입력
Entity 별 UDP 값을 입력 시 사용한다.
2) Definition, note 탭 페이지에 해당 Entity의 정의 및 그 외 추가 사항들을 입력한
다.
3) UDP는 사용자가 Definition, Note 이외에 editor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
으며, 단순히 text를 입력하는 editor 외에 여러 타입을 지원한다.
4) UDP 탭 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UDP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5) Name 항목에 UDP항목명을 입력한다.
6) Type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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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Type의 종류는
Date : MM/DD/YY포맷으로 날짜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Drop/Down 캘린더로부
터 Date를 선택할 수 있다.
Int : 정수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
Real : 실수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
Text : ASCII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
List : 리스트 박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
Command : 각 클래스에 연결된 실행 파일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만약 List타입을 선택했으면 List에 해당하는 값은 comma로 분리한다.
7) 필요한 경우 Default값을 입력한다.
8) OK버튼을 클릭하면 Entity마다 UDP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9) Editor상단에 있는 Drop/Down List box를 선택하면 다른 Entity로 이동하여 UDP
Editor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각 클래스(엔티티, 어트리뷰트, 테이블, 컬럼, 도메인, 다이어그램, 스토어드프
로시져, 트리거, 릴레이션쉽 등)에 대해서 작업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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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의 이동
1. Entity 의 이동 : 해당 엔티티를 클릭한 다음, 옮기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 한다.

2. 라소(Lasso) 기법 : 툴 바의 화살표를 먼저 선택하고, 원하는 객체(엔티티나 텍스트 박
스 등)를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된다.

3. Shift-Click :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중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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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생성하기

1. Entity를 선택한다.
2. Tab키를 눌러 Attribute 이름을 입력한다. Primary Key Attribute가 여러 개인 경우는
Enter키를 눌러 Attribute를 추가한다.
3. Tab키를 눌러 Non Key영역으로 이동 후 Attribute 이름을 입력한다. Enter키를 이용하
여 Attribute를 계속 추가한다.
4. Tab키를 이용하여 Entity name영역, Primary Key 영역, Non Key영역을 반복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Attribute Editor 이용하기
1. Entity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Attributes⋯메뉴를 선택한다
이 Editor의 용도는
Attribute를 생성
다른 Entity로 이동
Domain을 할당
Attribute Definition, note, UDP를 입력
Alternate Key 및 Inversion Entry를 생성

다른 엔티티로 이동
할 수 있다.

Primary
Key를 나
타낸다.

도메인 에디터로
이동 할 수 있다.
기본 도메인을 나타
낸다.

논리단계에만 적용
할 것인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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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itor창에서 Attribute를 새로 생성하려면 New버튼을 클릭한다
3. Attribute이름과 Column이름을 함께 입력하여 Attribute를 생성시킨다.

4. General 탭 페이지에서는 해당 Attribute마다 Logical Domain을 할당하고, Primary Key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Attribute에 PK를 할당할 수 있으며, Logical Only 체크박스를 선
택하면 Physical Model에서 해당 속성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5. Key Group 탭 페이지를 선택한다.

버튼을 클릭하여 Key Group Editor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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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w 버튼을 클릭하여 Key Group 타입을 선택하면 Default 이름이 생성된다.
Key Group 이름은 수정할 수 있다.

Alternate Keys(AK)의 설정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
(Index)를 설정할 수 있다. 주키(Primary Key)는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생기며
Alternate Keys나 Inversion Entry를 지정해줌으로써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다.
Alternate Keys는 어떤 인스턴스(Instance)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룹으로 묶여진 속성이다. 만약 어떤 Entity가 각각의 인스턴스를 유일
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ttribute를 가지고 있다면 Alternate Keys
로 지정할 수 있다.
역 엔트리(Inversion Entries)의 지정
Inversion Entries는 어떤 Entity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는
Attribute 이지만, Entity의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가끔 사용된다.

7. 생성된 Key Group에 포함시킬 Attribute를 선택하고 Key Group Members로 이동시킨다.

8.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Attribute의 순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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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 그룹의 수정

1) 엔티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Attribute Editor 클릭.
2)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Key Group Tab을 클릭.
3) 속성을 선택한 후 Key Group membership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그 속성에 대한 키가
바뀐다.
4) OK 클릭.

Relationship 개념
Relationship은 Business Rule이 정의된 것이다. 이 rule은 결국 Database에 의해
참조 무결성 규칙에 적용된다.
관계명
Child Entity의 끝에
나타나는 점

모든 Relationship은 Parent와 Child Entity가 있다. Child는 항상 Relationship선
끝에 점이 존재한다. 위의 Entity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각 부서는 여러 사원을 관리한다. / 각 사원은 한 부서에 속한다.
아래 그림은 IE(Information Engineering) 기법으로, 위의 그림과 같은 개념의
Relationship이다. 단지 Diagram상에서만 다르게 표현된다.
관계명
Child Entity의 끝에 나타나는
Crow’s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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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Key(FK, 외래키)

Entity가 Relationship에 의해 연결될 때
ERwin은 Parent Entity의 Primary Key Attribute(s)를 Relationship을 통해
Child Entity의 Foreign Key Attribute(s)로 이주(migrate)시킨다
ERwin은 이동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ERwin은 Attribute이름 뒤에 나타나는 (FK)표시로 Foreign Key를 식별한다.

Relationship 종류
Identifying Relationship(식별관계)
아래의 업무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각 영화원본은 0,1,그 이상의 영화복사본이 임대된다.
각 영화복사본은 하나의 영화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하나의 영화복사본은 그것의 영화원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Child Entity는 의존Entity이다. 각 인스턴스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Entity로부터
정보가 요구된다. Child Entity의 모양은 둥근 사각형이다.
Foreign Key는 Child Entity의 Primary Key영역으로 이동된다.
실선은 의존관계(Identifying Relationship)를 표시한다
Non-Identifying Mandatory Relationship
아래의 업무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각 고객은 0,1,그 이상의 주문을 발행할 수 있다.
각 주문은 한명의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한건의 주문은 특정 고객정보 없이 식별이 가능하나, customer id값은
요구된다. (이것은 반드시 Parent Entity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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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Entity는 독립Entity이다. 각 인스턴스를 식별해 내기 위해 다른 Entity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점선으로 관계를 표시하며, Child Entity의 모양은 사각형이다.
Foreign Key는 Child Entity의 Non Key영역으로 이동된다.
Non-Identifying Optional Relationship
아래의 업무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각 부서는 0,1,그 이상의 사원을 고용한다
각 사원은 한 부서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 사원은 특정 부서의 정보 없이도, 즉 부서와의 관계가 없이도 식별이
가능하다.(이것은 Parent Entity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Child Entity는 독립Entity이다. 이것을 식별해 내기 위해 다른 Entity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Parent Entity쪽의 관계선 끝부분에는 선택성(ㅇ)이 표시된다.
Foreign Key는 Child Entity의 Non Key영역으로 이동된다.
Optional Relationship은 Foreign Key 컬럼에 null값을 허용한다
Many-to-Many Relationship
아래의 업무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각 부품은 0,1,그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주문된다
각 공급자는 0,1,그 이상의 부품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Many-to-Many Relationship에서는 두개의 관계명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또한 실제로 Many-to-Many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상 Entity로
부터 1:M관계처럼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Logical Modeling단계에서는 M:M관계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DBMS로 생성되기 전에 해
결되어져야만 한다.
만약 M:M관계를 두개의 간단한 1:M관계로 결론짓는다면, Logical Model에서 M:M관계를 그대
로 두는 것이 가능하고 대신, Physical Model에서 해결한다.
M:M관계에서 Parent/Child Entity를 구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계명의 순서가 그것을 말
해 준다(Parent:Child/Child: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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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타입 정리

Parent Entity에 대한 Child
Entity의 의존성

Relationship 타입

Identity

Existence

Yes

Yes

No

Yes

Non-Identifying Optional

No

No

Many-to-Many

N/A

N/A

Identifying
Non-Identifying Mandatory

Relationship Cardinality
Entity간의 관계를 “각 Parent Entity”, “0,1,그이상의 Child Entity”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각 Parent Entity의 인스턴스”, “0,1,그이상의 Child Entity의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IDEF1x방법에서의 기수성(Cardinality)은 Parent당 Child 인스턴스의 개수를 의미한다.
Child당 Parent 인스턴스의 개수는 선택성(Optionality)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방법론에서는 양쪽 모두를 Cardinal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예제는 Cardinality를 정의한 내용이다

각 Parent 인스턴스는 0,1,그 이상의 Child 인스턴스와 관계가 있다

각 Parent 인스턴스는 1,그 이상의 Child 인스턴스와 관계가 있다

각 Parent 인스턴스는 0,1개의 Child 인스턴스와 관계가 있다

각 Parent 인스턴스는 정확히 N개의 Child 인스턴스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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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생성하기
1.
2.
3.
4.

Toolbox에서 원하는 Relationship을 선택한다
Parent Entity를 클릭한다
Child Entity를 클릭한다
관계선은 마우스로 선택, dragging하여 재배치 할 수 있다.

①
②

③

Relationship Editor이용하기
1. 관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Relationship Properties를 선택한다.
2. Relationship Editor에서 General 탭 페이지를 선택한다
1) Verb Phrases를 입력한다
2) Cardinality를 변경한다
3) Relationship타입을 변경한다
(Identifying/Non-Identifying, Nulls Allowed/No Nulls)
4) Logical only를 체크 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엔티티 사이의
동사구를 표현할 수
있다.

관계 차수를
표현

관계타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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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w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이 나온다.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
다.

Parent 선택
Child 선택
관계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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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의 Issues

One-to-Many Relationship

1. Unification(단일화)
한 Attribute가 Foreign Key로서 다른 Entity로 이동해 갈 때 이미
Attribute가 Entity내에 존재한다면, 두 개는 하나의 Attribute로
은 ‘한 object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동일하다’는
IDEF 툴이 아닌 것들은 일반적으로 Unification을 언급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과 동일한 이름의
단일화 된다. 이 현상
IDEF 규칙에 기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2. Rolenamed Foreign Key(역할이름)
Foreign Key Attribute의 역할이름(rolename) 부여는 그 Attribute의 뜻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역할이름은 서로 다른 업무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두개의 관계선을 표현할 필요
가 있을 때 원하지 않는 단일화현상을 막아준다.
Logical 모델에서 생성한 역할이름은 Physical 모델의 column명으로 전환된다.
역할이름은 원래 이름(base name)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Owning Shop Id.Shop
Id’가 그것이다. 역할이름내에 원래이름을 보여준다면 FK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Rolename

Rolename

Base name

delimiter

3. Recursive Relationship (재귀적 관계)
재귀관계는 한 Entity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Non-Identifying Optional
Relationship 이다.
아래 그림에서 대부분의 사원은 자신의 관리자가 있다. 각 관리자는 또한 사원이다.
결론적으로, Parent Entity(관리자들)는 Child Entity(모든 사원들)의 부분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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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Key의 단일화 현상 예제
1. 사원 Entity와 구매주문 Entity를 생성한다
2. 업무적인 개념이 담겨있는 두개의 Non-Identifying Relationship을 생성한다.
각 사원은 0,1,그 이상의 구매주문을 담당한다/각 구매주문(서)는
사원에 의해 기입된다
각 사원은 0,1,그 이상의 구매주문을 수정한다/각 구매주문(서)는
사원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구매주문 Entity로 이동된 사번이 사번(FK)으로 단일화된다
Foreign Key에 역할이름 부여하기
1. 관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Relationship Properties메뉴를 선택한다.
2. Rolename 탭페이지에서 ‘사번’ 속성 Rolename을 ‘주문자 사번’이라고 입력한다
3. 또 다른 Relationship Editor에서 ‘사번’속성의 Rolename을 ‘수정자 사번’으로
입력한 뒤 OK버튼을 클릭하여 빠져 나온다.

4.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면 Pop-up메뉴가 나타나며, Entity Display에
서 Rolename/Attribute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모델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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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sive Relationship(재귀적 관계) 생성하기
1. ERwin Toolbox에서 Non-Identifying Relationship을 선택하여 사원 Entity를 클릭하고
잠시 후에 사원 Entity를 다시 클릭하면 재귀관계가 생성된다.
2. 관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Relationship Properties를 선택한다.
3. Rolename 탭 페이지에서 ‘관리자 사번’이라고 입력한다.
5. OK버튼을 클릭하고 빠져 나오면 아래와 같은 모델이 나타난다.

Relationship의 Issues

Many-to-Many Relationship

다:다 관계는 Logical모델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각 부품은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제
공될 수 있고, 각 공급자는 다양한 부품을 제공한다는 업무규칙을 아래 그림으로 표현한다.

다:다 관계는 Schema생성 전에 하나 이상의 테이블과 하나 이상의 Relationship을 추가함으
로써 반드시 해결 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규칙은 다음과 같다
각 부품은 적어도 하나의 공급부품을 PART_SUPPLIER 테이블 내에 가지고 있고, 각 공급자는
그 공급부품을 공급한다.
각 공급자는 적어도 하나의 공급부품을 PART_SUPPLIER테이블 내에 가지고 있고, 각 부품은
공급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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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to-Many Relationship 해결하기
Many-to-Many Transform Wizard기능으로 Physical모델에서 필요한 Table과 Relationship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준다.
1. Logical Mode를 Physical Model로 변환한다.

2.제품Entity와 창고Entity사이의 M:M Relationship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Create Association Table메뉴를 선택한다.

3. Wizard Guide화면이 나타나면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4. 새로 생성될 연관 Table의 이름을 변경하고 Comment를 입력한다

6. 계속 나타나는 화면에서 ‘다음’버튼으로 진행하다가 ‘마침’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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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그림은 연관Table이 생성된 결과 화면이다

Relationship의 Issues

Generalization Hierarchy

일반화 구조(Generalization Hierarchy)는 공통 Attribute를 공유하는 Entity의 계층 그룹
이다. Generic Parent(Supertype Entity)는 공통 Attribute와 Primary Key를 포함한다.
Category(Subtype Entity)는 개별적인 Attribute와 Foreign Key를 포함한다.
일반화 구조는 Entity의 ‘종류’ 개념이 존재할 때 생성할 수 있다.
아래의 예제는 계정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계정의 종류로는 저축계정
과 당좌계정 두가지가 있다. 두 종류의 계정은 별개의 Data를 포함하고 있다.

IE Generalization Hierarchy Symbols
Exclusive : 이것은 Supertype 인스턴스가 단 하나의 Subtype 엔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용한다.
Inclusive(Non-exclusive) : 이것은 Supertype 인스턴스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ubtype 엔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용한다.

계정에 관한 예제로 위의 두 가지 Symbol을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Exclusive(배타) : 하나의 계정은 반드시 저축 계정이거나 당좌 계정이어야 한다.
두 가지일 수는 없다.
Inclusive(포함) : 하나의 계정은 저축 계정일 수도 있고 당좌 계정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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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F1X Generalization Hierarchy Symbols
IDEF1X에서 나타내는 Symbol은 IE Symbol의 의미와 매우 다르다.
Complete(완전) : 모든 Subtype이 모델에 표현된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며,
각 Supertype 인스턴스는 Subtype중 단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져야만 한다.(must)

Incomplete(불완전) : 모든 Subtype이 별개의 Attribute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 표현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이용하며,
각 Supertype 인스턴스는 Subtype중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다.(may)
다음 예제로 IDEF1X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운송수단은 반드시 트럭이거나 보트여야 한다.
다른 것일 수 없다. 관리할 운송수단은 단 두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하나의 운송수단은 트럭일 수도, 보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승용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승용차에 해당 되
는 Attribute는 이 업무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Generalization Hierarchy 생성하기
1. 사원 Entity의 Subtype Entity에 해당하는 ‘정규직 사원’, ‘계약직 사원’ Entity를
생성한다.
2. Toolbox에서 Category Relationship 툴을 선택한다.
3. Supertype Entity인 ‘사원’을 클릭하고 Subtype Entity중 ‘정규직 사원’을 클릭한다.
4. 다시 Category Relationship 툴을 선택하여 Symbol을 클릭하고, 다른 Subtype Entity인
‘계약직 사원’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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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②
⑤

⑥
③

5. 사원 Entity에‘사원 타입’이라는 Attribute를 하나 추가한다. 이것은 Subtype Entity
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Discriminator) 이다.
6. Symbol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Subtype Relationship메뉴를 선택한다

7. ‘사원 타입’ Attribute를 Discriminator Attribute Choice로 선택한다.
Subtype의 타입도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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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tial Integrity(RI, 참조무결성)
참조 무결성 규칙은 Parent와 Child의 인스턴스가 입력, 수정, 삭제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
지 규정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한다.
결국 RI는 Parent가 없는 데이터의 입력을 막아주고, 업무규칙을 강제적으로 보증하는 수단
이 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Foreign Key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Primary값과 동일한 값
으로, 1:M관계를 통해 이주 된다.
아래 예제를 읽어보고 RI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처방전을 기록하는 의사는 DEA(Drug Enforcement Agency) ID를 가지고 있다.
각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가 있으며 그 DEA id는 각 폼의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있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의사의 Primary Key이다.
한 의사가 한 환자를 위해 작성하는 모든 처방전은 담당의사가 기록한다.
그러므로 DEA id는 처방전 폼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Foreign Key이다.
새 처방전을 기록할 때, 처방전 내의 Foreign Key에 담당의사 DEA id가 사용자의 실수로
잘못 기록되어 진다면 유지되어지는 문서가 어떻게 될까?

ERwin과 RI Option
ERwin은 Relationship의 각 action들에 대해 기본적인 RI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Relationship 타입, Action, Entity의 역할(parent or child)에 기초한다.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Relationship에 대해 주어진 action이 전체 모델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고객’과 ‘고객불만사항’이라는 Entity, 그리고 두 Entity사이의 관계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RI를 적용해 보면 고객불만사항’의 모든 인스턴스는 ‘고객’을
참조하게 되어 있다.
고객의 특정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고객불만사항’에서 Parent가 없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Parent(고객)의 정보를 변경하기 원할 때, Child도 함께 변경되는 규칙, 이것을
‘Cascade’라고 부른다.
고객의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 Parent에 관련된 모든 ‘고객불만사항’의 인스턴스는
함께 삭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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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지원되는 RI 타입
ACTION

RELATIONSHIP TYPE
Identifying Non-Identifying Non-Identifying Subtypes
(Null Allowed

(No nulls)

Child Delete

None

None

None

None

Child Insert

Restrict

Set Null

Restrict

Restrict

Child Update

Restrict

Set Null

Restrict

Restrict

Parent Delete Restrict

Set Null

Restrict

Cascade

Parent Insert None

None

None

None

Parent Update Restrict

Set Null

Restrict

Cascade

참조무결성의 강제
DBMS에서는 몇가지 RI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들의 방법을 몇가지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버상에서 선언적 RI를 사용하는 방법
서버상에서 Trigger를 사용하는 방법
Stored Procedure를 통해 갱신을 수행하는 방법
Application 상에서 코딩으로 RI를 실행시키는 방법
Logical모델 개발 시, ERwin은 특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RI를 다루고 있다.
사용자가 ERwin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RI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eclarative RI(선언적 RI)
이것은 Non-Procedural Referential Integrity(비절차적 참조 무결성 규칙)라고도 부른다.
예: 각 고객은 0,1,그 이상의 불만을 기록한다는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RI규칙이 Parent
Delete Restrict라고 가정할 때 ERwin은 해당 DBMS에 따라 다르게 RI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SQL Server
ALTER TABLE CUSTOMER
ADD PRIMARY KEY (customer_number)
go
⋯
ALTER TABLE PROBLEM
ADD FOREIGN KEY (customer_number)
REFERENCES CUSTOM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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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
ALTER TABLE
ADD
⋯
ALTER TABLE
ADD

CUSTOMER
PRIMARY KEY (customer_number);
PROBLEM
FOREIGN KEY (customer_number)
REFERENCES CUSTOMER
ON DELETE RESTRICT;

Declarative RI의 이점
Declarative RI는 최적화된 코드이다. 왜냐하면 DBMS에서 직접 구현되는 코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지 적당한 PK와 FK선언으로 코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Global RI 옵션 변경하기
1. Model메뉴에서 Model Properties메뉴를 선택하여 RI Default 탭 페이지를 클릭한다.
2. Non-Identifying Nulls Allowed Action컬럼의 모든 SET NULL을 RESTRICT로 바꾼다.
3. Rebind버튼을 클릭하여 Relationship들의 변경된 RI규칙을 본다. 주의할 것은,
Model의 모든 Relationship에 override되는 것이므로, Relationship마다 지정한
규칙은 모두 Global RI옵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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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마다 RI옵션 변경하기
1. ‘구매주문’과 ‘주문품목’ Entity 간의 Relationship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Relationship Properties 메뉴를 선택한다.

2. RI Action 탭 페이지로 이동한다.
3. Parent Delete 리스트박스에서 Restrict대신 Cascad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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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rea(주제영역)
모델러가 전체 모델을 통합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관리하면서

Entity들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작업할

예를 들면, 특정 비지니스 단위나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Entity와 Relationship을 보여
주기 위해 SUBJECT AREAS를 만들 수 있다. 디폴트로서,

원래의 데이타 모델은 MAIN

SUBJECT AREAS 이다.

예를 들면 전체 회사를 모델링 하고자 할 때 하부 단위로 회계, 생산, 마케팅, 인사 등의 주
제로 나누어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를 Subject Area로 구분하여 작업할 수 있고, 이
Subject Area별로 모델링 한 결과는 Main Subject Area에 반영이 된다.
Subject Area 생성하기
1. Model메뉴에서 Subject Areas메뉴를 선택 하거나

아이콘을 선택하여 Subject

Area Editor를 연다.
2. New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주제영역명을 입력한다.

3. Members 탭 페이지에서 각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Entity를 Included Objects쪽으로 이동
시킨다. Entity를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ntity를 Double-click하거나, Entity를 선택한 후 화살표 버튼으로 옮긴다
특정 Entity를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Entity와 관계된

Entity들을 한꺼번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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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bject Area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메뉴 Edit에서 Subject Area를 선택한 다음 삭제하
고자 하는 Subject Area를 선택하고 Delete버튼을 클릭하면 Subject Area가 삭제된다.
5.

Subject Area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개별적으로 Subject Area가 저장되지 않고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메뉴File에서 Save나 Save As를 선택하여 전체 다이어그램을 저장해야
한다.

다른 Subject Area로 이동하기

하나의 다이어그램에 여러 개의 Subject Area를 만들었다면 Subject Area 리스트 박스에
서 이동하고자 하는 Subject Area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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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d Displays
모델을 다양한 배열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배경지식이
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모델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다.
Stored Display는 각 Subject Area마다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각 Subject Area는
자신만의 Stored Display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화면 아래부분의 탭 페이지로 보여진다.

Stored Display 생성하기
1. Format메뉴의 Stored Display Settings⋯을 선택하여 Stored Displays Editor를 연다.
2. Rename버튼을 클릭하여 ‘Attribute’라고 입력한다.

3. 다시 New버튼을 클릭하여 ‘Entity’라고 입력한다. OK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나간다.
4. Entity Display 탭 페이지에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Display
Level의 Entity를 선택한다. Entity Display화면에서 Entity와 Relationship을
재배치 하여 모델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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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Options
ERwin Data Modeler에서는 사용자가 Display level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bject의
항목마다 안보이게 하거나 보이게 할 수 있으며, 확대/축소보기, 다양한 색깔 지원, Font
조절 등을 할 수 있다.
Display level은 또한 각 Entity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절
도 가능하다.
Display Levels
ERwin Data Modeler는 Entity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Level을
조절하는 몇 가지 선택 option을 제공한다.
Entity Level은 전체 모델의 개괄적인 형태를 제공함으로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Attribute Level은 Logical 모델을 분석하고 검사하는데 기본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Primary Level은 모델러가 업무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준다
Entity마다 충분한 Definition을 정의한 경우에는, Definition Level 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Icon Level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Entity Level

Attribute Level

Primary Ke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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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Option 설정하기
Display Level 설정
1.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Display Level메뉴의 5가지 Level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2. 또 다른 방법은 Standard Toolbar를 이용할 수 있다.

Entity

Attribute

Definition

Hide/Show Option 설정
1.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Entity Display를 선택한다. 각 항목의
선택여부에 따라 Entity에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진다
Entity : Rolename, Logical Datatype/Domain, FK Designator, AK Designator,
Show Migrated Attribute 등을 선택
Relationship : Verb Phrase, Cardinality, Referential Integrity 등을 선택

Zoom 설정
Standard Toolbar를 이용하여 모델의 크기를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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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s 설정하기
Entity 그림자 설정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Show Shadows를 선택한다

Font와 Color 설정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하여 Default Fonts & Colors⋯를 선택하여 원하는 옵
션을 설정한다.

Font와 Color Toolbar

Font

Font

Text

Fill

Border

Style

Size

Color

Colo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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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과 Entity의 정렬
Entity와 Relationship은 클릭과 Dragging의 수작업으로 정렬 할 수 있고, ERwin의
Auto-Layout Tool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렬할 수 있다.

ERwin Alignment Toolbar 설명

아이콘

툴바 버튼 이름

설

명

Align Top

선택한 객체 중 최상위에 있는 객체에 맞추어 정렬

Align Bottom

선택한 객체 중 최하위에 있는 객체에 맞추어 정렬

Align Left

선택한 객체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객체에 맞추어 정렬

Align Right

선택한 객체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객체에 맞추어
정렬

Space Horizontally

선택한 객체를 수평으로 간격 조정

Space Vertically

선택한 객체를 수직으로 간격 조정

Group

선택한 객체를 그룹핑

Ungroup

Group화 시킨 객체의 그룹해제

ERwin Alignment Toolbar 이용하기
1. 정렬할 Entity들을 Ctrl키를 이용하여 다중 선택하거나 마우스를 Dragging하는
Lasso기법으로 Entity들을 선택한다.
2. ERwin Data Modeler의 Auto-Layout Tool중 하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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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 Data Modeler객체에 대한 편집
ERwin Data Modeler모델 객체 복사하기.

모든 모델에 대한 객체는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의 일부분을 복사

하여 다른 모델에 붙일 수 있고, 다른 Application에 붙일 수 있다.
방법으로는 복사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메뉴 Edit에서 Copy Entity를 이용하거
나, Ctrl+C 단축키를 이용하면 된다.

복사된 오브젝트는 다른 ERwin Data Modeler 다이어그램에서 붙이기 기능(메뉴 Edit에서
Paste)을 이용하여 붙이기가 가능하고 워드프로세서에서도 붙이기를 이용하여 편집이 가능
하다.

ERwin Data Modeler모델 객체를 삭제하기.

삭제하기를 원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메뉴 Edit에서 Cut Entity(물리적 단계에서는
Table )을 선택하거나 Delete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선택된 객체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OK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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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Physical Modeling
Physical과 Logical 모델의 표현
ERwin의 전통적인 모델 표현 방식인 Logical/Physical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 모델에서
Logical과 Physical 모델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Logical Only”의 Entity,
Attribute, Relationship, Key Group를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Physical Only”의 Table,
Column, Relationship, Indexes도 허용한다. Target Server의 물리적 특성을 지원하며 물
리적인 데이터 모델과 Target Server의 시스템 카탈로그를 동기화 한다.
Entity나 Table을 추가하는 것 같은 한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Logical Only”나
“Physical Only”로 정의하지 않는 한 동시에 Logical과 Physical 모델 모두에서 변경이
일어난다. 선택적으로 Logical 모델의 다대다 관계와 일반화 관계를 Physical 모델에서 자
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ERwin Data Modeler는 선택된 타겟 서버 DBMS에 기초한 물리 모델을 관리한다.
DBMS에 유용한 Column 옵션과 Physical storage properties를 제공한다.
또한 인덱스 옵션은 타겟 서버에 맞게 정의할 수 있다.

즉 선택한

ERwin에서 Physical 모델
완성한 논리 모델을 기반으로 물리 모델을 진행한다.

이러한 변환 과정은 따로 필요한 것

은 아니며 메뉴바에서 Physical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진행된다.
Physical 모드를 선택하면 물리적 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콘과 메뉴가 활성화되고 툴
박스에는 뷰테이블 생성에 필요한 아이콘이 생성된다.
Physical 모드 선택

Logical/Physical 리스트 박스에서 Physical를 선택하여 Physical 모델을 연다.

물리영역에서
활성화된 버튼

Model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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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과 Physical 모델의 객체를 차별화 할 수 있다. Logical 모델에서 Entity,
Attribute 그리고 Relationship 각각의 에디터에서 Logical Only 체크박스가 있으며,
Physical 모델에서는 Table, Column, Relationship 에디터는 Physical Only 체크박스
를 포함한다.

Target Server
1. Physical 모델은 DBMS에 의존적이다.메뉴바에서 Choose Database를 선택하면 Target
Server를 지정할 수 있다.
2. SQL Server를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버전을 선택한다.
3. Target DBMS를 선택하면 그에 유용한 Default Datatype과 Null 옵션을 지정한다. 이러
한 Default값 지정은 메뉴바 Model의 Model Properties에서도 할 수 있다.

Physical 영역으로 이동하면 디폴트로 엔티티명(속성명)이 테이블명(컬럼명)으로 그대로 전
환된다. 만약 엔티티명(속성명)과 테이블명(테이블명)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Physical
영역에서 테이블명(컬럼명)을 재명명 하면 된다. 이렇게 테이블명(컬럼명)을 편집한 순간
부터 엔티티명(속성명)과 테이블명(컬럼명)이 따로 관리된다.

56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Table Property
Physical 모델에서 Entity는 Table로 변환된다.
Table Property는 Table Comment(Entity의 Definition이 넘어옴), Volumetrics, Physical
Properties, UDP, History, Validation을 포함한다.

1. Owner : 해당 테이블의 오너를 부여한다.
테이블명 앞에 정의할 수 있다.

자동 SQL 문장 생성시 옵션 사항으로 오너를

2. Comment: Entity Definition란에 적은 텍스트가 그대로 테이블 Comment에 표현된다.
현재 * 표시가 된 상태는 엔티티 Definition과 테이블의 Comment가 동기화된 상태를 의
미하며 테이블 Comment를 편집하면 * 표시가 사라지면서 이 둘의 텍스트가 다르게 관리
된다.
3. Generate : 체크를 빼면 스키마 생성시 해당 테이블이 제외된다.
4. Volumetrics 탭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Table의 Initial Rows/Max Rows 그리고 월마다 증
가하는 Row의 수치를 적어서 대략의 디스크 용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5. Physical Props 탭 페이지에서 Target DBMS의 물리적 속성을 지정할 할 수 다.ERwin
Data Modeler에서 새로 생성하여 매핑할 수도 있으며 DB sync을 통해 DBMS 정보를 가져
오거나 또는 스크립트 파일(.sql/.er1)의 정보도 읽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SQL
server인 경우에는 Filegroup를 Mapping 할 수 있으며 Oracle이라면 Tablespace와
Block 크기 및 Storage 값을 지정한다.또한 Partitions 탭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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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ble Validation은 각각의 Column에 대한 Rule과는 달리 Table 레벨에서 여러Column
사이의 Validation Rule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문 시스템의 업무규칙
에 따라서 주문량에 대한 선적 옵션을 제한한다면 다음과 같은 Rule을 만들 수 있다.
NOT(shipmenet_method = 2 AND sales_order_total <= 200)
생성한 Validation Rule은 해당 Table에 Attach 한다.

Column Property
물리적인 테이블 컬럼에 지정하는 특성으로 정의한 Target DBMS가 지원한다.
Column
Property에서 모델러는 Column name, Datatype, Null Option, Validation Rule 과 Default
Value를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Column Property 정의
Logical 모델의 Attribute 이름이 Physical 모델의 Column 이름으로 그대로 변환되었을 것
이다.(Naming Standards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스크린상에서 바로Column의 이름을 Rename
할 수도 있으며 Column Edito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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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Column Editor를 연다. General 탭 페이지에서 모델러는
해당 Column의 도메인(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을 선택할 수 있으며, Primary Key
나 Physical Only Option을 체크 할 수 있다.

New
: 새로운 컬럼을 생성한다.
Rename : 기존의 컬럼명을 편집한다.
Delete : 컬럼을 삭제한다.
DB Sync.. :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스키마 정보를 비교하여 필요한 항목을
Import 받는다.
Reset.. : 선택한 객체의 선택한 Property 항목을 초기값으로 복귀한다.

SQL Server 탭을 클릭하면 이곳에서 Datatype과 Null 옵션을 정의하고 또한
Validation Rule과 Default value를 선택할 수 있다. Comment 페이지는 각 Column
값에 대한 정의로 Logical 모델의 Definition 값이 자동으로 넘어온다.
UDP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특성으로 각 Column에 대한 이슈를 적어 산출물로서 이용
할 수 있다.
Validation Rule 정의
Column안에 저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값의 범위를 설정하는 표현이다.
즉 특정 Column에 제한된 데이터 값을 지정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Validation Rule은 ERwin Data Modeler에서 작성되고 유지된다.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된 Rule에 따라서 값의 유효성을 Commit 되기 전에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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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umn Editor에서 Valid와 Default에 대한 세부 항목의 생성과 지정을 할 수 있다.
메뉴바 Model 항목에서도 선택 가능하다.

2. Validation Rule를 생성하기 위해 New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다.
에는 User-Defined, Min/Max 그리고 Valid Values List 가 있다.
User-Defined :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타이핑하는 방법
Min/Max : 값의 범위(최소값/최대값)를 정의하는 방법
Valid Values List : 허용되는 값의 목록을 정의하는 방법

Rule의 타입

3. Valid Value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Valid Value 리스트에 직접 유효값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Definition을 적는다. Value 값의 목록은 CSV 파일
을 Import 받을 수 있다. 만약 Value 값이 문자형 값이라면 Quote를 체크하여
작은 따옴표를 스크립트에 추가해야 한다. NOT에 대한 옵션은 지정한 Value
값을 포함하지 않도록 스크립트에 NOT를 추가한다.
4. SQL server 탭은 생성한 Validation Rule에 대한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보여주며 타겟 DBMS에 따른 옵션 항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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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Value 정의
Column에 대한 Default/Initial값을 지정할 수 있다. Target DBMS가 지원하는 값이 기본으
로 나타나며 그 외 사용자가 새로 정의할 수 있다.물론 Target DBMS가 지원하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1. 새로운 디폴트 값을 생성하기 위해선 New 버튼을 클릭하고 디폴트 이름을 적는다.

2. Value 창에 DBMS가 지원하는 문장으로 직접 작성한다. 이러한 화면은 각 Target DBMS
에 따라서 달라지며 현재 그림은 SQL Server를 기준으로 작성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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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umn editor 화면에서 특정 Column에 생성한 Validation Rule과 Default Value을 목
록에서 찾아 매핑 한다.

Domain
사용자가 정의하고 이름을 준 Attribute/Column 특성의 집합이다. 즉 Column이 가질 수 있
는 허용값 범위를 정의한 것으로 Domain의 정보는 Column명, Datatype, Validation Rule,
Default Value, Null Option등이 가능하다.
Domain을 사용하는 장점으로는 시간을 절약하고 사용자의 실수를 줄여주며 모델을 표준화
한다. 생성한 도메인은 상속을 받아 재사용이 가능하다.
ERwin Data Modeler는 4가지 도메인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것을 상속 받은 Child 도메인의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
1. 4가지 기본 도메인
Default : Target DBMS에서 선택한 디폴트 데이터 타입 설정
Blob : 선택된 컬럼에 디폴트 그래픽 데이터 타입 설정
String : 선택된 컬럼에 디폴트 문자형 데이터 타입 설정
Number : 선택된 컬럼에 숫자형 데이터 타입 설정
Datetime : 선택된 컬럼에 날짜 데이터 타입 설정

Domain을 생성하기 위해서 메
뉴바
Model의
Domain
Dictionary 또는 각 Column
에디터의 General 탭 페이지
에서 이동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상속 받을 Domain을 선
택하고 New 버튼으로 이름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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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도메인은 String형을 상속받고 있으며 D_address로 매핑한 Column은
현재의 Column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만약 Column 이름에 대한 매크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Name Inherited by”란에 문법에 맞게 적는다.
예) %Lower%(%OwnerTable%ColName)
매크로가 Domain을 상속 받는 Column 명에 적용되기 위해선 Column명을
Rename 하기 전에 매핑해야 한다. 만약 이미 Physical 명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그 Column 명이 우선한다.

Column Editor에서 생성한 Domain을 Column에 매핑한다.
Reset 버튼을 클릭하면 Reset Column Property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이 화면에서 domain을 상속 받는 Column의 특성과 외래키(Foreign Key)로 이주하는
Column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_address를 상속받은 Column의 이름을 Domain에서 정의한 매크로 이름
으로 Rename 할 수 있으며 상속 받을 특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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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정의
데이터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Table에 연관된 설계 타입을 정의한 것이다. 인덱
스가 많다고 성능이 모두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인덱스는 질의에 있어 속도를 향상시키지
만 갱신과 같은 연산에는 오히려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인덱스 수를 고려해야 한다.
ERwin Data Modeler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덱스에는 Primary Keys(PK), Alternate
Keys(AK), Inversion Entries(IE)가 있다. 이러한 Key Group은 Logical 모델에서 작성된
것으로 Physical 모델로 넘어오면서 인덱스로 매핑되는 것이다.
1. 인덱스 생성은 메뉴바의 Indexes를 선택하거나 Table의 오른쪽 클릭의 팝업 메뉴에서
Index를 클릭한다.
2. New 버튼으로 인덱스 이름을 적고 Unique 여부를 선택하면 인덱스 목록에 나타난다.
3. 생성한 인덱스에 해당 Column을 오른쪽 화면으로 Attach한다.
4. Show FK Indexes를 체크하면 Foreign Key가 인덱스 목록에 나타난다.FK에 대한 인덱스
를 지정할 수 있다.
5. 인덱스의 Target DBMS에 따른 물리적인 속성은 ERwin Data Modeler가 지원한다.
SQL Server Tab Page에서 사용자는 인덱스에 대한 Physical Property를 정의할 수
있다.

Database Views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편집한 형태로 ‘가상의 Table’,
또는 ‘저장된 질의’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iew는 여러 Table로부터 일련의 Column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초 Table 만이 아니라 또 다른 View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View를 통한 조작 –질의, 갱신, 삽입 삭제-이 가능하며 이것은 곧 해당 기초 Table의 데이
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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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를 사용하는 이점에는 Table에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복잡성을 숨긴다. 또
한 사용자의 명령어를 간결화 하고 데이터의 또 다른 표현방법을 제공한다. View로서 복잡
한 질의를 저장할 수 있다.
1. 툴바에서 View 아이콘으로 새로운 View를 생성한다.

View 관계 생성 아이콘

View 생성 아이콘

View의 오른쪽 클릭으로 Database View Properties..에디터를 열면 view를 생성
하는 DDL 스크립트 문장 순서로 탭 페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먼저 From 절에서 가져올 Table를 선택하여 오른쪽으로 Attach 한다.
각 Table에 대한 Alias도 부여할 수 있다.

3. Select 절에서 가져올 해당 Column을 선택하여 오른쪽으로 Attach한다. View에서 사용
할 각 Column에 대한 이름을 Rename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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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ew 만의 Column을 새로 생성할 수 있다.
New Expression.. 버튼을 클릭하여 Column명과 유도식을 입력한다.
유도식에는 해당 Table명을 기입해야 한다.

5. View에 대한 조인 조건문은 Where 절에서 직접 작성하며 Group by 절에서 그룹 함수에
대해 그룹핑 할 수 있으며 Having 절을 통하여 Group by에 대한 조건을 정의할 수 있다.

6. 완성된 View는 SQL Tab Page에서 DDL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User-Defined SQL을 체크하여 사용자가 직접 DDL 문장을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Union View 생성시)

.

66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6장. Transform
모델내의 Object들은 또 다른 구조의 Object set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러한 변환은 모델
내에서 구조화되고 저장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Layer를 설계할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비 정규화 시 사용된다. 또한 서로 다른 Layer사이에서 Object구조간에
링크하여 모델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비중이 적은 모델링 작업(한 엔티
티에서 다른 엔티티로 컬럼 이동)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원되는 Transforms
Logical과 Physical모델 모두에 적용되는 기능
Many to Many Resolution
Supertype/Subtype Roll-up
Supertype/Subtype Roll-down
Supertype/Subtype Identity
Physical모델에서만 적용되는 기능
Roll-up Denormalization
Roll-down Denormalization
Vertical Partition
Horizontal Partition
Linked Column Copy Denormalization
Logical Model에 적용되는 Transform
Many to Many

Source Object : Transform기능으로 변환되기 전의 Object set을 말한다.
Target object : Transform기능으로 변환된 후의 Object set을 말한다.
Many to Many Object의 Source Object : Many to Many Relationship으로 맺어
진 두 엔티티/테이블
Many to Many Object의 Target object : Many to Many Relationship을 분해하
여 생긴 연관엔티티/테이블과 원래의
두 엔티티/테이블과의 Identifying
Relationship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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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type/Subtype Roll-up

Source Object : 수퍼타입 엔티티/테이블, 서브타입 엔티티들/테이블들,
서브타입 관계
Target object : 하나의 엔티티/테이블로 이름은 Source의 수퍼타입 엔티티/
테이블과 같다. Source의 엔티티/테이블의 컬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Supertype/Subtype Roll-down

Source Object : 수퍼타입 엔티티/테이블, 서브타입 엔티티들/테이블들,
서브타입 관계
Target object : 서브타입 엔티티/테이블들에 대한 각각의 엔티티/테이블로
이름은 Source의 서브타입엔티티/테이블과 같다.
수퍼타입 엔티티/테이블의 모든 컬럼과 서브타입 엔티티/
테이블의 컬럼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Supertype/Subtyp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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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bject : 수퍼타입 엔티티/테이블, 서브타입 엔티티들/테이블들,
서브타입 관계
Target object : Source의 수퍼타입 엔티티/테이블과 매핑된 엔티티/테이블,
Source의 서브타입 엔티티/테이블과 매핑된 각각의 엔티티/
테이블, Identifying Relationship, 엔티티/테이블 이름과
컬럼들은 Surce와 같다

Transform의 작동 원리
Transform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환시킬 Source Object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Transform Tool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진행될 Wizard 를 이용한다.
Source Object는 모델 내에 숨겨지며, 완전히 Target object로 대체된다. Target object가
Source Object와 거의 똑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Transform기능에 의해 새
로 생성된 Object이다. (Column Copy Transform은 제외한다. 이것은 Source Object가 숨겨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Object가 변환되었다는 정보를 모델상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래 나열한 것과 같이
List화 된 Model Explore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모델러는 Explorer를 통해서 속성들을
바꿀 수 있다.
Source와 Target object들은 리스트화 되어 있다
모델러는 변환했던 작업을 되돌리거나 고정 변환시킬 수 있다.
모델러는 Transform의 이름과 속성들을 바꿀 수 있다.
Creating a Many to Many Resolution Transform
1. Logical/Physical모델의 Logical모드 상태에서 변환하려는 Relationship을 클릭한다.
2. Tool bar에서 Many to Many Transform을 이용하거나 Edit메뉴에서 Many to Many
Transform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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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zard창이 보이면 ‘다음’을 클릭한다.

4. Many to Many를 해결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관 엔티티의 이름 및 Comment를
입력한다.

5. Transform의 이름과 Transform의 Definition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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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을 클릭하면 Transform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Summary가 출력되며 종료된다.
7. Model Explorer에 리스트화 된 Transform의 정보와 새로 생성된 엔티티를 보여준다.

8. Transform을 수정하기 위해서 Model Explorer의 Transform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아래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Rename은 Transform의 이름을 수정한다
Properties는 Transform의 정의 및 UDP를 추가할 수 있다.
Delete옵션은 변환했던 작업을 되돌리거나 고정 변환시킬 수 있다
Reverse : Target object를 삭제하고 원래의 Source Object로 되돌린다
Resolve : Source Object를 삭제하고 변환된 상태로 고정시킨다.

Creating a Supertype/Subtype Roll-Down Transform
1. Logical 모델을 열어 변환하려는 Relationship을 클릭한다.
2. Tool bar에서 Supertype-Subtype Rolldown을 이용하거나 Edit메뉴에서
Supertype/Subtype Rollup Transform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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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zard 창이 보이면 ‘다음’을 클릭한다

4. Transform의 이름과 Definition을 입력한다
Reflect changes back to source objects 체크박스는 Target Entity/Table이
변환되는 내용이 숨겨진 Source Object에 반영되게 한다는 옵션이다.

5. 계속 진행하여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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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모델에 적용되는 Transform
Roll-up Denormalization

Source Object : 1:M으로 관계 맺어진 두 개의 테이블과 Relationship
Target object : 하나의 테이블로 이름은 Source parent table과 같다.
컬럼은 Source parent table의 컬럼과 함께 변환 작업 시 요구된 Source child
table의 컬럼 set개수대로 포함된다. Source parent table의 PK를 가지고 있다.
Roll-down Denormalization

Source Object : 1:M으로 관계 맺어진 두 개의 테이블과 Relationship
Target object : 하나의 테이블로 이름은 Source child table과 같다.
컬럼은 Source table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이 포함된다. Source child table의
PK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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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Partition

Source Object : 하나의 테이블
Target object : 테이블의 한 세트로 테이블의 개수는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다.
Table이름은 디폴트로 설정했을 때 Source table명 + 일련번호가 붙는 형태이다.
Target table의 컬럼 형태는 Source table에서 분리된 컬럼set이다.
Horizontal Partition

Source object : 하나의 테이블
Target object : 테이블의 한 세트로 테이블의 개수는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다.
Table이름은 Source table명 + 일련번호가 붙는 형태이다. Target Table의 컬럼
형태는 Source table과 동일한 컬럼set이다. 나뉘어진 테이블에 Row의 분리규칙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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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Column Copy Denormalization

Source object : 하나의 컬럼
Target object : 하나의 컬럼으로 Source column에서 복사해온 것이다.
이름은 Source column과 동일하다.

Transform의 이점
모델 설계에 대한 문서 관리가 용이하다
Design Layer간에 Object의 매핑 관리를 할 수 있다.
Creating a Roll-Up Denormalization Transform
1. 관계있는 두개의 테이블을 선택한다
2. Transforms Toolbar에서 Roll-Up Denormalization을 클릭하거나 Edit메뉴의 Rollup
Denormalization Transform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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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zard창이 보이면 ‘다음’을 클릭한다.

4. Transform의 이름과 Definition을 입력한다.

5. Target Table에 반복되는 레코드의 개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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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 진행하여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Creating a Vertical Partition Transform
1. 분할할 테이블을 선택한다
2. Transforms Toolbar에서 Vertical Partition을 클릭하거나 Edit메뉴의
Vertical Partition Transform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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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zard창이 보이면 ‘다음’을 클릭한다.

4. 분할할 개수를 입력한다.

5. 2개의 테이블로 생성될 각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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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테이블마다 할당할 컬럼을 포함시킨다

7. Transform의 이름과 Definition을 입력한다.

8. 계속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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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Linked Column Copy Denormalization Transform
1. 복사할 컬럼을 선택한다
2. Transforms toolbar에서 Column Denormalization을 클릭하거나 Edit메뉴의
Linked Column Copy Transform을 선택한다

3. Wizard창이 보이면 ‘다음’을 클릭한다

4. 복사할 컬럼의 이름과 Comment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5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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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사할 컬럼이 들어갈 Target Table을 선택한다.

6. Transform 이름과 Definition을 입력한다.

7. 계속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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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Forward / Reverse
Catalog-Based Forward Engineering
ERwin Data Modeler가 제공하는 기능
1. Forward engineer
모델로부터 스키마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20개 이상의 DBMS를 지원한다.
Reverse engineer
시스템 카달로그나 또는 SQL DDL 스크립트를 ERwin 모델로 표현한다.
Synchronize a model
타겟 데이터베이스, 또다른 ER1 모델 그리고 SQL DDL 스크립트를 비교한다

Using Forward Engineering and Schema Generation
Forward Engineering를 통해서 스키마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카달
로그(Catalog)에 기초한 방법으로 시스템 카달로그에 서로 링크를 걸어서 직접 스키마를 생
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ASCII DDL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먼저 ERwin Data Modeler를 이용하여
DDL 스크립트를 만든 후 다음과 같은 SQL interpreter를 사용하여 스키마를 생성하는 방법
이다.
- SPUFI
- ISQL
- SQL*DBA
- SQL*PLUS
- SQLTalk
DDL 스크립트는 모델내 입력된 정보와 현재 Generation 옵션 설정에 의존한다.따라서
ERwin Data Modeler에서 스키마를 생성할 때는 모든 항목이 OPTION 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ERwin Data Modeler는 DDL 스크립트를 모델내 데이터베이스 객체 정의와 Table과 모
델 레벨의 pre/post 스크립트 정의에 따라 생성하게 된다.
다음은 스키마 생성 순서이다.
Schema Pre Script
Schema
Table
Table Pre Script
Create Table
Create Index
Table Post Script
Views
View Pre Script
Create View
View Post Script
Stored Procedures
Schema Level
Table Level
Triggers
Schema Pos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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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Generation
ERwin Data Modeler에서 생성한 객체를 DDL 문장으로 생성할 수 있다.
1. Target DBMS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메뉴바 Tools에서 ‘Forward Engineer/Schema
Generation..’을 선택한다.
ERwin Data Modeler의 모든 Generation은 옵션형태로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체크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1) Schema : 모델 전체 즉 스키마 레벨의 옵션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Rule,
Default 값, 스키마 레벨의 스크립트와 프로시저 생성에 관한 옵션이다.
2) View : View table을 모델에서 생성했다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3) Table : Table 레벨의 Validation, DBMS가 지원하는 Physical Storage와 Table
에 대한 스크립트와 프로시저 생성 옵션이다.
4) Column : Column 레벨의 Validation, Default 값, 사용자가 정의한 Datatype
그리고 Physical order 가 있다.
참조) ERwin은 column에 대한 오더(순서)를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Column
order와 Physical order 이다. 이 둘은 순서는 Display 레벨에서 Physical
order를 체크하기 전까진 같은 순서를 가지며 한번 체크한 이후에는 이 둘의
순서는 다르게 간다. 즉 Column order에서 변경한 순서는 Physical order에
반영되지 않는다.
Column order는 Logical 모델에서의 속성순서를 의미하며, Physical
Order는 PK구분 없이 물리적인 Column order를 의미한다. 따라서
Logical 모델에서의 속성순서대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Default로 되
어 있는 Physical order 체크옵션을 뺀다.
5) Index : 인덱스 생성 옵션으로 PK, FK, AK, IE, Clustered 등을 지원한다. 여
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PK는 자동 인덱스 생성으로 옵션에서 중복하여 체크
할 필요는 없다.
6) Referential Integrity : Primary Key와 Foreign Key를 생성하는 옵션이다.
즉 관계선에 따른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DDL문장은 CREATE 문과 ALTER
문 중 선택할 수 있다. Foreign Key에 대한 옵션은 ALTER 문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Rwin Data Modeler의 ALTER문은 테이블이 모두 생성된 후에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생성되지 않은 테이블을 참조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7) Trigger : 트리거는 관계선에 의한 트리거와 사용자가 정의한 트리거를 생성한
다.
단 RI에서 부여한 FK 제한 조건이 트리거 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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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ther Options : Constraint name은 ERwin Data Modeler의 이름 규칙에 따를
경우 사용하며 Quote name은 모든 이름에 큰 따옴표가 추가된다. Owner는
Table 각각에 부여한 Owner 명이 삽입된 DDL 문장을 만든다.
2. Generation 옵션 마다 Drop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이름으로 Drop 문장을 생성한
후 CREATE 문장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DROP TABLE test ⋯
CREATE TABELE test ⋯
3. 선택한 옵션은 Option Set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저장할 수 있다. 특정 테이블에
대한 DDL 생성하고자 할 때는 Filter 기능을 사용한다. 오른쪽으로 테이블을 선택하여
포함한다.

4. 선택한 옵션에 대한 결과 스크립트를 보고자 한다면 Preview..을 선택하여 확인한다.

자동 생성된 DDL 문장은 .SQL 파일로 저장 가능하며 프린트와 찾기 Option을 통해 문장
을 검색할 수 있다.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복사, 복제, 붙여넣기도 가능하다. 단 이
곳에서 수정된 사항은 모델에 반영되지 않는다.
5. Generation 버튼을 선택하면 첨부한 그림과 같이 Connect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DBMS
접속 권한 및 object 생성 권한이 있는 User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해당 Database
명과 Server Name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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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DB명
DBMS가 있는 서버이름

Database가 있는 서버가 원격에 위치하고 사용자는 Client라면 DBMS의 Client버전이 내
PC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DBMS 서버는 물론 ClientNetwork Utility(SQL
2000인 경우)에 등록이 되어야 ERwin Data Modeler를 통해 원격 DBMS에 접속할 수 있다.
6. 스키마를 Generation 중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스크립트에서 멈추게 하는 Stop If
Failure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는ERwin Data Modeler
가 아닌 해당 DBMS가 보여주는 에러이다.

Reverse Engineering
현존하는 시스템의 Database 정보를 분석하여 그래픽한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 기능은 현존하는 DBMS 또는 Platform에서 새로운 DBMS, Platform, Client/Server로변환
작업할 때 이용될 수 있다. Database 정보는 Target DB 이거나 또는 SQL DDL 스크립트 파
일도 가능하다. 이러한 Database 정보는 Table, Column, Relationships,Triggers, Indexes,
Stored Procedure 등을 포함한다.
1. Reverse Engineering 실행
1) 이번 예제에서는 SQL Server 시스템에 DDL 스크립트 문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메뉴바 Tools의 Reverse Engineer를 선택한다. 또는 ERwin Data Modeler에서 직접
.SQL 파일을 오픈 한다.
2) 생성할 모델을 Only Physical 타입으로 할지 아니면 Logical/Physical 모델로 할지
를 결정한다. 그리고 Database 정보를 가져올 Target DB를 선택한다.

3) Option 설정에 대한 화면이 나타난다. 옵션 목록은 ERwin Data Modeler가 지원하는
Target DBMS에 따라서 달라진다. Option Set에 원하는 항목만을 선택적으로 마크
하고 그 내용은 저장할 수 있다.
4) Option 항목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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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bject : 비교할 대상을 전체 시스템 객체로 확대한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사용자가 오너인 Table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전체 System
object를 가져온다.
Tables/Views Owned By
- ALL : 오너에 관계없이 DataBase내 모든 Table, View을 검색한다.
- Current User : <Database> Connection dialog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오너인 Table, View을 검색한다.
- Owners(comma separated) : 정의한 사용자가 오너인 Table, View를 검
색한다. 콤마로 구분하여 여러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다.
Infer : 인덱스를 기초로 ERwin Data Modeler가 Table의 PK와 Relationship
을 추론하는 옵션이다.

5) Next 버튼으로 넘어가면
다. 사용자명과 암호를
6) 옵션에서 선택한 항목을
그래픽한 모델을 보여줄

Target DB에 접속하기 위한 connection dialog가 나타 난
통해 DB에 접속한다
리버스 한다. 리버스 작업이 모두 끝나면 ERwin 스크린에
것이다.

참조) Reverse Engineering 중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SQL Script Parse Error : SQL DDL 문장이 사용자가 선택한 DBMS와 맞지않을
때 발생한다.
Parsing Error : DDL 문장상의 에러다.
이러한 에러는 Skip 하여 넘어갈 수 있다. ERwin은 에러가 발견되기 전에 import
한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에러에 대해 Skip를 하였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진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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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se Engineering으로 생성한 ERwi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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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Complete Compare
Using Complete Compare
ERwin Data Modeler의 모델간의 비교 및 Target Database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모델과
Database를 관리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이다.
ERwin Data Modeler는 사용자가 정의한 옵션에 따라 각 항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그래픽하
게 보여준다. 이러한 Object 간의 차이점은 선택적으로 Synchronization (동기화)할 수 있
다.
Database Level

CREATE TABLE XXX(
COL1 CHAR(5)
COL2 CHAR(10)
)

Physical Model

Physical Model

Model Level

Logical or Physical Model

Logical or Physical Model

Database Level 비교 항목 : Stored Procedures, Physical Objects, Tables,
Columns, Indexes, View
Model Level 비교 항목 : Entities, Attributes, Tables, Columns, Domains,
Validation Rules, Defaults, UDPs, Relationships
Complete Compare 기능은 Database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Table 구조 변경
이 가능하다. ERwin Data Modeler의 Complete Compare은 내부적으로 Table를 갱신
할 때 유사한 Table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원래의 Table를 갱신한 후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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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re a Physical Model with a Script File
1) Physical 모델을 열고 메뉴바 Tools의 Complete Compare..를 선택한다.

Compare Type
Database level compare : Target Database의 카달로그 정보 또는
현존하는 Database의 DDL 스크립트와 현재의 모델을 비교한다.
Model level compare : 다른 .ER1 파일이나 또는 모델마트에 저장된
ERwin 모델과 현재의 모델을 비교한다.
Sync Action
Bidirectional : Import /Export 모두를 허용한다.
Update Current : 오픈한 모델에 단지 Import 만 허용한다.
Update Other : 다른 파일이나 Database에 단지 Export 만 허용한다.
2) 비교할 항목을 선택한다. 특정 Subject Area(s) 단위로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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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한 모델의 시스템 Object 항목이 나열되며 사용자는 비교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한다. Default는 모든 Object에 체크되어 있다.

4) Current Model Objects Only는 다른 파일/Database에서 현재 모델에 없는 모든
Object는 무시하는 선택 사항이다. Match Using Owner/Using ID은 현 Object 이름
을 오너와 사용자 ID까지 추가하여 한층 세밀하게 비교하는 옵션이다.

5) 앞서 설정한 Object 항목에 따라서 비교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왼쪽은 현재 오픈
한 모델이고 오른쪽은 비교한 Target 모델/DB 항목이다. 항목을 선택하면 Target
모델로 Export 하거나 현재 모델로 Import 하는 버튼이 활성화 된다. 선택한 작업
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Ignore를 선택한다.
Object 삭제는 Delete 버튼이다.
Match는 이름이 서로 다르나 같은 Object 라고 판단한 경우 각 항목을 선택하여
Mmatch 하면 비교화면에서 서로 같은 위치로 이동하며 동일한 Object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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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xt 버튼으로 이동하면 Import 진행 화면이 나타나고 Start Import 버튼을 선택함
으로써 Import가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 Export 가 실행된다. 우선 Export 하기
위한 스크립트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Start Export 버튼으로 스크립트가 실
행된다.

7) 모든 과정이 끝나면 Import/Export한 각 Object가 모델에 반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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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1 파일 형태의 모델간 비교
현재 오픈한 모델과 다른 .ER1 파일로 존재하는 모델간의 비교이다.
1. Logical/Physical 모델인 경우 Compare Type을 선택하게 되는데 Model level compare
비교시 화면 하단에 Compare Level을 선택하는 옵션이 나타난다.
이것은 모델간 비교할 때 비교대상을 Logical 또는 Physical Level중 어느 모델을 기준
으로 할지 선택하는 옵션이다.
Logical Only모델간의 비교라면 Model Level Type 비교만 가능하다.

2. 모델간의 비교이므로 Subject Area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다.
즉 Database 타입 비교에는 없었던 Other Model Filter Options 화면이 추가 된다.
이 화면에서 비교할 Target 모델의 Subject Area를 선택할 수 있다.

3. 차이점을 비교한 화면에서 해당 Object에 대해서 Import/Export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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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xt 버튼으로 넘어가면 먼저 현재 모델에 Import 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
난다.

5. 그리고 Export 여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스크립트 화면은 보이지 않
는다. ER1 모델간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6.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모델에 반영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Complete Compare를 마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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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ing a Data Model and a Database
Complete Compare는 ERwin 데이터 모델과 함께 다음의 3가지 Target 형식을 지원한다.
현재의 Database
SQL DDL 스크립트
또 다른 ERwin 모델
이 기능은 결과적으로 Synchronization(동기화)를 가능하게 한다.
Synchronization이 보여줄 수 있는 것에는 모델에는 존재하지만 Target 에는 없는Object,
모델에는 없지만 Target 에는 존재하는 Object 그리고 Object 간의 차이점이다. 이런 차이
점 항목은 모델/Target(Database)에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또는 양쪽 모두에 반영시
킬 수도 있다.
Synchronization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다.

DB Server
Catalog

ERwin
CREATE

TABLE

ERwin

ORDERs(
ㅡ
) go

ORDERs

ORDERs

Order_number : int
Order_date_time : datatime
Order_customer_id : int
Order_status : char(1)
?

Order_number : int
Order_date_time : char(6)
Order_customer_id : int
Order_status : char(1)

Order_ship_date

ERwin Data Modeler는 ERwin 모델에 저장된 모든 physical 정보를 Target과 비교할 수 있다.
모델내 또는 Target 내 새로운 Object도 보여준다.
Object가 비교하는 항목에는 Column Name/Datatype/Null option/Indexes/Foreign Key
References/Views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소스모델에 Import 할 수 있으며 또는 Target Database 그리고
SQL DDL 스크립트와 또 다른 모델에 Export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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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모델과 Target Database를 Synchronization 하는 데모
1. Database level 비교이며 Target으로 Database를 선택한다. 앞서의 데모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았던 Compare 부분이 활성화 되어 소스 모델의 Owner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

2. Target이 Database 이므로 DBMS에 접속하는 connection 화면이 먼저 나타난다.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를 넣고 Database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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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Database의
Owner을 제한할 수 있
는 옵션이 활성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차이점 항목을 보여주는 화면(Complete Compare-Resolve Differences)에서 해당Object
의 Import/Export/Delete를 선택하고 Next 한다.
참고) ALTER Script Warnings 화면이 나온다면 그것은 Table레벨에서 Column의
Datatype를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를 load하는데 있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경고
하는 창이다.
4. 다음 단계로 Import에 대한 화면이 나타난다.
약된 화면을 볼 수 있다.

Import를 마치면 Import 결과에 대한 요

5. 다음 단계인 Export진행 화면은 먼저 해당 Object를 갱신하는 스크립트를 보여 준다.
이 스크립트는 Database내 데이터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백업 Table를 생성하고 스스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백업 Table을 보존하길 원한다면 Save Data를 버
튼으로 Export 스크립트 문장에 대한 옵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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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ort를 마치면 Finish 버튼이 활성화 되고 모델과 Target Database는 원하는 항목이
동기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level Synchronization(동기화)는 특정 Table의 Column Editor에서 가능하다.
Column Editor의 DBsync.. 버튼을 클릭하면 Complete Compare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타
난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Table만을 선택하여 Table level의 동기화도 진행한다.

Synchronizing a Model with a Model Source
Model level의 Complete Compare는 두개의 유사한 모델간 또는 한 Design Layer구조의 동기
모델간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Model 소스의 동기화는 연관된 Design Layer에서
객체간 링크를 유지 관리한다.

LDM

PDM

parent

child

1. 모델을 오픈하고 메뉴바 Tools의 Sync with Model Source..를 선택한다. 또는 메뉴바
Model의 Model Sources를 선택해도 된다. 필요하다면 Model Source 파일을 변경과 추
가할 수 있다. Sync..버튼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97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Model source 파일
을
변경하였다면
Change Location을
통해 새 파일의 위
치를
지정한다.
Sync Action를 선택
하고 Next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2. 비교 항목에 포함할 모델 속성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델 내 비교 대상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Subject Area로 필터링 할 수 있다.
Filter 옵션
Objects from selected Model Source : 선택한 Model source의 모든
Object를 포함한다.
Objects from selected Model Source and unattached to any Model :
선택한 Model source 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attach 하지않은)
어떠한 Model source의 Object도 포함한다.
All Object in current model : 현재 오픈 된 모델의 모든 Object를
포함한다.

98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3. Next 버튼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Other Model Filter Option 항목으로 Model
Source의 Subject Area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필터링 할 수 있다.
Filer By
Objects linked to Current Model : 그것이 유도된(Derived) 모델이거나 또는
Model source로서 추가된 현재 모델에 링크된 Object만을 포함한다.
Objects linked to current model and objects in selected set of subject areas
never synchronized with this model : 현재 모델에 링크된 Object와 현재 모델에
링크되진 않았지만 Model source의 Subject Area에 포함된 일련의 객체를 포함한
다.
All objects in the selected set of subject areas in the model source : Model
source에서 선택된 일련의 모든 Object를 선택한다. 이 옵션은 가장 완전한 비교를
하며 전에 링크가 되었던 되지 않았던 간에 모든 Object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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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ort : Child 모델로 차이점을 Model source 모델에 따라서 변경한다.
Export : Model source 모델로 차이점을 Child 모델에 따라서 변경한다.

5.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Child 모델에 Import를 한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다음은
Model source에 Export 한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각 모델에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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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Reporting
Data Browser
Data Browser는 사용자가 모델내의 Entity와 Relationship의 항목 분석, 물리설계와 구현에
대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델의 Object들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모델정보의 어떠한 요구 사항이든 거의 모든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
자와의 공유가 가능하고, ERwin Data Modeler외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 포맷으로 내
보낼 수 있다. 정의된 레포트는 .erp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일 포맷은 DDE application, CSV files, HTML pages, RPTwin
포맷이다.
다음은 Data Browser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Report Definitions : 어떠한 요구사항도 받아들일 수 있는 Report를 생성한다.
(Option set이용)
2. Report Formats : 항목 숨기기 기능, 항목 순서 바꾸기 기능, 항목의 타이틀 변환 기능
등을 이용하여 레포트 포맷을 변경한다.
3. Content Filters : 어떠한 항목에서든 text나 numeric으로 되어 있는 Data자체를 포함
하거나 제외시키는 Filter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Data Browser 열기
모델에서 Data Browser를 열기 위해 Tool메뉴의 Data Browser메뉴를 클릭하거나
하면 다음과 같이 3개의 창으로 나뉘어진 화면이 나타난다
리스트를 두 번 클릭 하거나
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결과가 나타난다.

Tree로 구성된
레포트 리스트
창

리스트를 실행
하여 생긴 결과
창

* 선택된 레포트
의 설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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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데이터를 수정하기
레포트의 각 항목에
표시된 항목의 의미는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마우스의 커서가 연필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새로운 레포트를 생성하기
다음은 Entity의 이름과 정의, 그리고 각 Entity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과 정의를
포함한 레포트를 생성하는 예제이다.

1. File메뉴에서 New ERwin
Report를 선택한다

2. 레포트 이름을 입력한다
3.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4. Options 탭페이지에서
옵션을 선택한다.
5. 저장하기 위해 OK버튼을
클릭한다.
6.

버튼을 클릭하여
레포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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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포맷을 수정하기
생성된 레포트의 포맷을 수정하려면 다음의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Edit메뉴에서 Report Format을
선택한다
2. Column Option텝에서 각 항목의 순서를
수정시 Move Up, Move Down
버튼을 이용한다
3. Column Option텝에서 각 항목의 이름을
수정시 Heading버튼을
이용한다
4. Sort 탭은 각 항목의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정의한 레포트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사용자가 정의한 레포트를 저장하고 여러 사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erp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New Report File : 사용자가 정의할 레포트를 처음 작성할 때 이용하며,
그 어떠한 샘플 레포트도 포함하지 않는다
Open Report File : 정의된 레포트 저장 파일(.erp)를 열 때 이용한다
Save Report File As : 사용자가 정의한 레포트를 저장할 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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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를 다른 포맷으로 내보내기
ERwin Data Modeler에서 작성한 모델을 Data Browser를 통해서 포맷을 작성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원하는 Export Format을 선택하고
Export버튼을 클릭한다.
HTML
CSV
DDE(Word, Excel)
RPTwin 포맷으로
Export 가능하다

2. HTML로 보내진 결과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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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emplate Builder(RTB)
RTB는 ERwin모델로부터 레포트를 생성할 때 다기능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작성한 레포트 템플릿을 재사용하고 재조작 하는데 도움을 주며, 레포트
타입별로 그룹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용자는 텍스트를 기초로 한 그래픽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 결과포맷으로 TEXT, HTML, RTF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쉽게 여러 사용자에게 배포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모델이라도 미리 정의된 레포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Ú RTF 타입으로 레포트 생성 시, 한글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C:₩WINNT₩’경로에
있는 ‘RTBPreferences.pref’파일을 삭제한 후 새로운 Report Template을 생성한다.

새로운 레포트 템플릿을 생성하기
1. Tools메뉴에서 Report Builder의 Report Builder⋯를 선택한다
2. 새로운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하여 New버튼을 클릭한다.

3. 템플릿 세팅을 위하여 Edit메뉴의 Preferences를 선택한다.
4. 이 창에서는 사용자가 템플릿의 항목들을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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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문서의 항목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Document Untitled를 오른쪽 버튼 클릭
하여 Properties를 선택한다.

6. Property Tree 탭페이지는 포맷을 내보낼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HTML,
RTF, Text이다. Has Table of Contents 항목은 ERwin 4.1의 디폴트이며, 이것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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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itle 탭페이지에서는 전체 레포트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원하는 스타일로도
세팅할 수 있다.

8. Header나 Footer 탭페이지에서는 각 레포트 섹션마다 페이지 윗부분, 아랫 부분에 동일
하게 들어가는 제목을 입력하는 곳으로서, 레포트 정보에 대한 매크로도 함께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작성자 명이나, 조직명 등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한번 세팅한 매크
로로 간단히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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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레포트 템플릿에 섹션을 추가하려면 왼쪽 화면에서 아이템을 선택하여 오른쪽으로
보낸다.

10. ‘Picture’ section을 오른쪽 클릭하여 Properties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Picture Type에서 Current Stored Display는 현재 디스플레이 되는 그 모델을 출력
하겠다는 것이며, Specify Stored Display at Run Time은 레포트가 실행될 때 Display
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Entity의 선택옵션은 Picture를 HTML로 보내고 나면 엔티티그림을 클릭했을 때 엔티티
에 대한 정보를 Text로 나타내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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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또 다른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왼쪽 화면에서 Entity를 선택하여 오른쪽으로 보낸다

12. Entity 섹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레포트
템플릿을 만든다.

13. Section 탭페이지에서는 그 섹션에 맞는 레포트의 제목을 입력하고 원하는 스타일로
세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선택한 항목마다 Table, Column 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아래 엔티티 정의서 라는
레포트가 표형식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의 Heading
부분을 원하는 스타일로 세팅할 수 있다.각 항목의 Properties에서 Table 탭페이지,
혹은 Column Header 탭페이지으로 이동하면 세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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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각 섹션은 이동할 수 있다. 엔티티 섹션을 Picture섹션보다 상위에 위치 하려면 엔티티
섹션 라인을 선택하여 드래그하여 Picture섹션 위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
레포트 템플릿 실행하기
1. 사용자가 정의한 레포트를 실행하기 위해 Report Templete Builder를 열어 File의
Run을 선택한다.

2. 왼쪽 프레임에 Picture 섹션 항목을 클릭하면 Graphical 데이터모델을 볼 수 있으며,
각 엔티티에 대한 Text 정보를 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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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티티 정의서 섹션에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와 관계된 하위 섹션으로 이동한다.

RTB파일 저장하기
1. 생성한 RTB를 저장하기 위해 RTB창에서 저장버튼을 선택하여 .rtb파일로 저장한다.

2. RTB를 실행한 후 .jpeg, .htm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다음의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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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파일을 RTB로 이동시키기
1. Browse버튼을 클릭하면 .erp파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Edit버튼을 클릭하여 .erp 파일
을 조작할 수 있다.

2. 미리 정의된 .erp파일내의 각 레포트들을 다중 선택하여 새로운 RTB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RTB를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저장하면.rtb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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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실행 중에 그래픽 선택하기
이것은 RTB에서 Run메뉴를 선택했을 때 무조건 HTML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Display될
모델을 선택적으로 HTML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1. RTB에서 생성된 RTB를 선택하고 Edit버튼을 클릭한다.

2. Picture섹션에 Properties를 연다
3. 아래의 Picture Type에서 Specify Stored Display at Run time을 선택한다

4. RTB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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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는 Display를 선택한다. 그리고 각 Stored Display에서 Scale Value를 이용하여
그래픽 Scale 사이즈를 선택한다

6. OK버튼을 클릭하면 HTML이 실행되며 왼쪽 프레임에 선택된 Display리스트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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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모델의 표준화
Domain Dictionary, Naming Standard Editor, Datatype Standard Eeditor를 통하여 모델 내
object의 표준을 정의하며 유지할 수 있다.

10.1 Naming Standards 이해
Data Modeling의 명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용어사전을 이용하여 모델에 씌여진
단어를 검사하고, 사전에 정의된 단어나 약어 등을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다.
모델에서 사용되는 Object명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
Modeling에 이용되는 용어사전은 Model과는 별개의 파일로 작성되고 저장된다(.nsm).
이것을 모델에 매핑하여 사용한다.
이 용어사전은 Logical모델에서 Physical모델로 변환되거나, Physical모델에서 Logical모델
을 추출(Derive)할 때 사용된다.
Logical Naming options
문자의 형태 : 이 옵션은 Entity, Domain, Attribute, Relationship, Key Group,
Validation Rule의 이름에만 해당되며, 모델에 씌여진 단어의 대소문자를 자동
해결해주는 종류로는 Upper, Lower, Initial, None이 있다.
최대길이 : Logical모델에서는 단어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명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최대값을 강제지정 해 준다.
중복이름 체크 :
Allowed : 어떠한 경고메시지 없이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Automatically Renamed : 같은 이름을 중복하여 입력할 경우에 object명 뒤에
/2 와 같은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Ask : 이름의 중복 입력 시 Rename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
Disallowed : 경고메시지와 함께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Physical Naming options
문자의 형태 : 이 옵션은 Table, Domain, Column, Relationship, Indexes,
Validation Rule의 이름에만 해당되며, 모델에 씌여진 단어의 대소문자를 자동
해결해 주는 종류로는 Upper, Lower, Initial, None이 있다.
최대길이 : 문자의 최대 길이는 Target DBMS에 따라 ERwin Data Modeler가 자동으
로 제한 시켜 주지만, 그보다 더 적은 길이로 세팅 해 줄 수 있다.
특수 문자의 처리 : Logical모델에서 Physical모델로 변환 시, 특수문자를 남겨
두거나 다른 문자로 변환할 수 있다.
Name Mapping options
Macro 이용하기 : 모델사전에 정의된 이름의 조합으로 ERwin Macro가 이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에 Macro가 %EntityName라면, 그 문법은 모델 내에 사용되는
Entity명을 지칭한다.
사전 사용하기 : 사용자는 사전 내에서 표준 약어나 대체 약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두개의 DBMS를 사용할 경우, 둘 중 하나의 DBMS에 좀 더 긴
Physical명으로 세팅하길 원하고 그보다 좀더 짧은 이름도 다른 DBMS에 적용하길
원할 때 약어를 이용한다.
접두어, 접미어 사용하기 : 각 Object마다 사용자가 붙이기를 원하는 접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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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어를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의 처리 : Logical 모델에서 Physical모델로 변환 시, Logical모델 내에
사용되었던 특수문자를 남겨두거나 제거하거나 또 다른 문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Naming option 세팅하기

1. Logical모델을 열어 Tool메뉴의 Name메뉴에 Model Naming Option을 선택한다

2. General 탭페이지에서 Naming standard없이 모델을 작성하려면 Do not Use Naming
Standards File을 선택한다. 이에 반해 Naming standard와 링크하여 작성하려면
Use File을 선택한다. 이것은 .nsm파일을 불러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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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cal 탭페이지에서 각 Object마다 원하는 문자형태와 최대길이를 입력한다

4. Duplicate Name 탭페이지에서는 중복명 입력에 관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한다

5. Name Mapping 텝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할 수 있다.
Object마다 ERwin Macro를 지정한다.
Naming standard(.nsm)을 매핑 했다면 사전을 사용하겠다는 Use Glossary를
체크 한다. 약어타입 설정도 Abbreviation Type에서 선택한다.
접두어와 접미어를 입력하기 위해 Prefix, Suffix를 이용한다
Special Characters옵션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되, Replace를 선택한다면,
대체할 다른 문자를 입력하도록 한다.
Remove Vowels은 모델내에 사용되는 모든 Physical Name의 모음을 제거하는 옵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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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ysical모델에서는 탭페이지 구성이 약간 다르다. Physical Tab페이지에서 최대길이는
Target DBMS에 따라 Default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숫자로 설정한다 하더
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Naming Standard Model 생성하기
1. Tool메뉴의 Names에서 Edit Naming Standards를 선택하거나, 시작메뉴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ERwin4.1폴더에서 ERwin Naming Standards Editor를 실행시킨다.

2. Logical/Physical 텝페이지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art1,2,3,4 : 단어의 나열순서를 나타낸다
Prime : 중심어, 주제어(예 : Account, Employee, Customer)
Modifier1,2 : 형용사, 부사 혹은 Prime과 Class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 단어
Class : 데이터의 타입이나 Editor 의 주요 종류를 묶어 지칭하는 단어(Date,
Amount, Number, Co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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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ossary 탭페이지에서는 표준용어와 약어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다. 아래의
화면처럼 세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ogical모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Word/Words에
입력하고, Physical모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Abbreviation이나 Alternate Abb에 입력
한다.

4. Import기능을 이용하여 Excel에서 작성된 CSV파일을 읽어올 수 있다. CSV파일을 만들기
위해 Excel에서 다음과 같이 세팅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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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andard Model을 모델에 연결하기
1. Model Naming Option창의General 텝페이지에서 Use File을 이용하여 저장한 사전 .nsm을
불러온다. OK버튼을 클릭하여 이 창을 닫는다.

모델에서 사용된 Object명 검사하기
Naming Standard의 규칙에 맞도록 정확히 모델링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다.
1. Tool메뉴의 Names에서 Check Standards Compliance를 선택한다.

2. 검사할 Object를 선택한다. Check Word Order and Position은 각 Object 단어의 나열
순서나 배치가 Name Standard에 정의한 대로 되었는지 검사하는 옵션이다.

120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3. 나타나는 Issue대로 처리한다.

Logical 모델에서 Physical모델로 변환하기
1. Naming Standard를 이용한 Logical모델일 경우 Physical로 변환하기 위해 Tools메뉴의
Derive New Model을 선택한다

2. 이어서 나타나는 화면을 Default로 세팅한 상태에서 ‘다음’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Logical to Physical Name Conversion창이 나타난다. 아래 화면처럼
세팅을 하고 ‘마침’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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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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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Datatype Standards 이해
Datatype standards의 기법은 Naming standards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의 개념은 Logical
Datatype과 System-to-System 매핑기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의 Design Layer구조
생성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Logical모델에서 다양한 Physical모델로의 변환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Logical Datatypes
Logical Datatype은 Attribute내에 저장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낸다.
ERwin Data Modeler는 다음과 같은 Logical Datatype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AUDIO
SHORT FLOAT
LARGE BINARY
BOOLEAN
TEXT
LONG FLOAT
DATE

MONEY
DECIMAL
UNIQUEID
NUMBER
HUGE
VIDEO

INTERVAL
BINARY
SMALLINT
LONG
CHAR
TIME

TIMESTAMP
NCHAR
FLOAT
VARCHAR
NVARCHAR
INTEGER

Logical에서 Physical로의 매핑

Oracle Physical Model
Logical Model

SQL Server Phys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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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에서 Physical로의 매핑

Oracle Physical Model

SQL Server Physical Model

DB2 Physical Model

Datatype Standards Model 생성하기
1. Logical모델을 열어 Tool메뉴의 Datatypes에서 Edit Datatype Standards를 선택하거나,
시작메뉴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ERwin4.1폴더에서 ERwin Datatype Standards
Editor를 실행시킨다.

2. 새로운 Logical Datatype을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스크롤하여 맨 아래 줄로 내려가
입력한다. 예를 들어 name, address, city, state, zip code
3. 새 Datatype에 대한 ERwin Domain을 등록한다
4. 데이터의 길이(Length)도 종류대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Number를 지정할 때 Optional
로 선택할 경우 Number, Number()와 같이 2개의 타입이 나오며, Mandatory로 지정할
경우 Number()로 나타난다.
4. 소수점(Precision)옵션도 지정한다. 예를 들어 Number를 지정할 때 Optional을 선택할
경우 Number(,)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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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gical Datatype을 삭제하려면 Datatype이 들어있는 줄에서 마우스오른쪽버튼을 클릭
하여 Delete Row를 선택한다.

새로운 매핑옵션 생성하기
1.
2.
3.
4.

Mapping메뉴에서 Insert New Mapping을 선택한다.
From 시스템과 To 시스템을 선택한다. From : Logical, To : Oracle 8.x
‘To’Datatype을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매핑 작업을 한다.
저장하면 .dsm파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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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type Standard Model을 모델에 연결하기

1. Tool메뉴의 Datatypes에서 Model Datatype Options를 선택한다.

2. Use File을 선택하여 저장했던 .dsm파일을 불러온 후 OK버튼을 클릭한다.

3. 모델에서 사원 Entity의 Attribute Editor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사번 = UNIQUEID, 사원명 = NAME(12), 주소 = VARCHAR(50), 전화번호 = NUMBER,
입사일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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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ayer모델에 Datatype Standard모델 적용하기
1. Logical Datatype을 세팅한 모델에서 새로운 Physical Model로 변환하기 위해 Tool메뉴
의 Derive New Model을 선택한다.

2. Target DBMS를 Oracle 8.x로 세팅한다.
3. Default로 설정된 Option으로 진행한 뒤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난다.
모델을 저장한다.

4. Target DBMS가 Oracle로 생성된 모델을 다시 MS SQL Server7.0모델로 생성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반드시 Datatype Standard Editor에서 From System :
Oracle 8.x, To System : SQL Server7.0이 설정된 매핑 옵션을 생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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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화면은 Oracle 8.x모델에서 SQL Server7.0으로 변환된 화면이다.

128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11 장. Dimensional Modeling(다차원모델링)
ERwin4.1에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 또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
되는 다차원모델링을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타입은 사용자가 쉽고 신속하게 정
보를 추출하는 것을 허락한다.

11.1. 데이터웨어하우스 설명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징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일별, 주간별, 분기별로 수정되는 정적이고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이다.
수천, 수만건의 레코드의 순차적인 처리와 비교를 요구하는 복잡한 SQL 쿼리를 지원
1) Star Schema Design
Ralph Kimball(데이터웨어하우스 디자인의 선두 주자)은 Star Schema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방사상 패턴에서 중심 테이블에 연결된 더 작은 위성 테이블과 함께 중심
에 위치한 하나의 큰 테이블과 함께 별 모양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다차원 모델이다.

그림 1. Star Schema의 예

Star Schema 디자인은 잘 정의된 테이블 릴레이션 또는 조인을 가지고 적은 수의 테
이블들과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이러한 데이터베
이스 디자인은 RDB를 위해 사용되는 정규화 된 구조와는 상반적으로 비정규화 한 데
이터에 의한 신속한 쿼리 응답시간을 제공한다. 사실상 Star Schema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데이터웨어하우스 DB 디자인을 위한 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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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쿼리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한다.
개발 사이클과 데이터베이스 증가에 따라 추가될 수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디자인을 제공한다.
최종사용자(End User)와 개발자들을 위한 메타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인다.

Facts와 Dimensions
Star Schema는 2가지 테이블 유형(Fact Table, Dimension Table)을 포함하고 있다.
Fact Table은 업무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Fact Table은 업무 질의를 답변하는 정보이다. Fact Table은 정형적으로 숫자, 증가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10만 건 이상의 로우를 포함할 수 있다. Dimension Table은
(때때로 마이너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Fact Table보다는 작은 제품이나 고객과 같은
업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차원들은 쿼리셋에서 로우 헤더나 제약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업 데이터 베이스에서 Fact Table은 각 고객에, 시장위치에, 시간에 대
한 회사제품의 영업이익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DB에 있는 Dimension Table들은 Fact
Table에 사용될 고객, 제품, 시장(지역에 따른), 그리고 시간을 정의한다.

Fact Table

Dimension Table
그림 2. 수익분석을 위한 스타 스키마 예제

Dimension Table 키(PK)가 FK로서 Fact Table의 PK로 이주 되어있는 즉, Fact
Table과 Dimension Table은 식별관계로 관계되어 있다. 위 그림 2. 와 같이
REVENUE Fact Table의 PK는 4개의 FK로 이루어져 있다. (MOVIE_KEY, CUSTOMER_KEY,
MARKET_KEY, TIME_KEY) Fact Table의 PK는 모든 Dimension Table의 PK로 구성되어
있다.
Dimensional Model은 하나 이상의 Fact Table을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그 다이어그
램이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게 된다면, Fact Table이 관련 없는 사
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실에 관한 데이터가 다른 시간에 수정되었다면 여러 Fact

130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Table을 하나의 다이어그램에서 포함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REVENUE 테이블
은 주간별로 업데이트 되지만 PREVIOUS_12MONTHS 테이블은 월별로 갱신된다.

그림 3. 많은 Fact Table은 다른 시간에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분리한다.

2개의 Dimension Table들 사이에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Multiple Fact
Table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Fact Table은 다대다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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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igger Tables(아웃리거 테이블)
Outrigger Table은 Dimension Table과 관계를 맺는다. 아래 예를 보면 MARKET은
DISTRICT와 REGION Outrigger Table을 참조하는 Dimension Table이다.

그림 5. Outrigger Tables

Breaking up Large Dimensions
비정규화 된 Dimension Table이 많은 로우를 가지고 있고, 쿼리되는 컬럼들이 컬럼의
나머지 부분보다 많은 경우에 Dimension Table을 비식별관계를 이용하여 2개의 테이
블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만약 CUSTOMER Dimension Table이 고개주소와 통계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
다면 사용자는 나이별, 성별, 수입별로 통계필드를 질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고
객테이블 컬럼으로부터 통계 컬럼을 분리하는 것은 쿼리 응답시간을 늦추게 된다. 통
계컬럼과 고객컬럼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키(Demographic key)는 고객
Dimension Table의 FK가 될 것이다.

그림 6. 분리된 CUSTOMER Dimension Table

132

ERwin Data Modeler 4.1 사용자 메뉴얼

2) Star Schema의 변형
단순한 Star Schema 다이어그램 보다 추가적으로 ERwin은 추가적인 Dimensional
Modeling을 지원한다. (Snowflake Schema, Multi-star Schema)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Schema)
Snowflake Schema 각 다 대 1 관계를 위해서 Dimension Table을
정규화 한
Outrigger Table을 사용하는 Dimensional Model이다. Dimension Table을 정규화 한
것은 논리적 모델에서 사용하게 되만 물리적 Dimensional Model에서는 주요한 오브젝
트가 성능향상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된다. Snowflake를 생성하는 것
은 단순한 쿼리결과셋을 얻기 위해서 많은 조인을 요구한다.

그림 7. Snowflake Schema의 예
Multi Star Schema
Multi Star Schema는 Dimension Table들로부터 복합 FK가
않을 때 발생한다. Multi Star Schema에서 Fact Table은
는 FK 셋과 각 로우를 유일하게 식별하도록 하는 또 다른
같이 똑 같은 가게는 (Store_number)는 TRANSACTION Fact
하게 식별하기 위해 추가 되었다.

그림 8. Multi Star Schema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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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mensional Modeling with ERwin
Dimensional Modeling은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링(ER Model)보다 다른 방향으로 업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다.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은 데이터 무결성과 데이터의 조
각을 입력함으로써 데이터 항목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Dimension
Modeling은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와 업무 질의(Business Question)에 초
점을 맞춘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전형적으로 업무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 시장에서 특정 제품에 의해서 생성되는 총 이익은 무엇인가?” 만약 이와 같
은 질의에 답변하려면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복잡한 쿼리에 빠른 답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imension Model을 사용하여 데이터웨어하
우스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ERwin 4.1버전은 Dimension Model과 전형적
인 ER Model을 지원한다.
모델을 작성하기 전에 업무를 분석하라.
Dimension Model을 생성하기 전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위한 질의를 분석한
다. 중심 업무 질의를 식별하라.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을 시작하라.
모델의 Fact Table에 넣을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업무 질의를 사용하라. 예를 들
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시장에서 특정상품에 의해서 생산된 총 이익을 보기를 원한
다면 “주어진 날에 어떤 시장에서 특정 제품에 의해서 생성된 총 이익을 표현하는
Fact Table에 있는 각 레코드”를 위해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예제에서
보면 Fact Table은 금전적이고 증가하는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Dimension
Table들은 제품, 시장,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존 ERwin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로부터 테이블이 컬럼을 재사용하기를 원한다
면 그 .er1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오픈할 수 있으며 기
존 .er1 파일로부터 새로운 다이어그램으로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Dimensional Diagram으로 각 데이터웨어하우스 컬럼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문서화 할
수 있다. 그 소스는 .er1파일, 모델마트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DDL Script, 또
는 플랫파일(Flat File)이 될 수 있다.
특정 데이터웨어하우스 소스들은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와 OLTP 시스템에 있는 데
이터 사이에 관계를 문서화 하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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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Dimensional Model 작성하기
1.새로운 다이어그램 작성하기
File Menu에서 New를 클릭한다.
Physical 혹은 Logical/Physical을 선택한다.

그림 9.

ERwin에서 DW 모델링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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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ERD를 Dimensional Model로 전환하기
기존 다이어그램을 오픈 하고 Model
Model Properties
Notation Tab을 선택한
다.
Physical Notation에서 DM (Dimensional Modeling)을 선택 한다.

General Tab에서 Enable Modeling Feature에서 Display conformance warnings는
Dimensional Modeling 표주에서 어긋난 것에 대한 경고를 메세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 3가지 내용에서 어긋나는 것은 경고 메세지가 나온다.
페어런트 릴레이션쉽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Fact Table이 될 수 없다.
차일드 릴레이션쉽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Outrigger Table이 될 수 없다.
차일드 Fact Table이라면 페어런트 릴레이션쉽은 Outrigger Table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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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에서 마우스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Stored Display를 선택한다.

DW 릴레이션쉽(대각선 표현)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Diagonal을 선택하고 ERD에서와
같인 직선으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Othogonal을 선택한다.
백그라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Display
Dimensional Icon을 클릭하여 각 테이블 타입을 쉽게 구분한다.

: 팩트 테이블 아이콘
: 디멘젼 테이블 아이콘
: 아웃트리거 테이블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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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Dimensional Table 작성하기
ERwin 툴박스나 테이블 에디터를 이용하여 Dimension Table과 Fact Table을 생성할 수 있다.
ERD 작성시 On Screen 상에서 엔티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테이블 에디터에서 컬럼을 추가
하는 방법으로 Dimension Table과 Fact Table을 만들 수 있다.
Dimensional Modeling Role
Dimensional Modeling Role은 테이블이 Fact인지 Dimension인지 Outrigger Table인
지를 결정할 수 있다. Dimensional Modeling Role을 자동적으로 또는 수동으로 설정
해 줄 수 있다.
Dimension Type
각 Dimension Table에 대해서 그것이 고정된 차원(Fixed Dimension)인지 또는 변화
하는 차원(Slowly Changing Dimension)인지를 기록할 수 있다. Slowly Changing
Dimension의 타입은 3 가지가 있다.
Data Management Rules
각 테이블에 대해서 6가지 관리 규칙 타입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규칙을 설정 할
수 있다. (Refresh, Append, Back up , Recovery , Archiving, Purge )업무를 강화할
데이터웨어하우스 룰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위 6가지 룰을 문서화할 수 있다.

각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Dimensional을 선택한다.

Dimensional Role
Type을 설정

Slow Chaining Type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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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 설정하기
ERwin은 Dimensional Modeling Role을 기반으로 하여 한 테이블이 Fact Table,
Dimension Table, Outrigger Table인지를 결정한다.

Calculate Automatically에 체크 되어있는 것을 제거하고 원하는 Dimensional
Modeling Role을 선택한다.
만약 기존의 ERD를 가지고 Dimensional Modeling으로 바꾸고자 할 때 테이블간의 릴
레이션쉽이 있다면 ERwin은 페어런트 테이블이 Dimensional Table이 되고 차일드 테
이블이 Fact Table이 되도록 한다. Dimensional Modeling Table에 릴레이션쉽을 만들
어 줌으로써 Outrigger Table을 생성할 수 있다.

ERwin은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룰에 의해 Dimensional Modeling Role을 설정한다.
ERwin
Fact Role

각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쉽
페어런트 릴레이션쉽이 없다
어떤 테이블과의 릴레이셥션쉽이 없다.

Dimension Role

Fact Table과 페어런트 릴레이션쉽을 이룸
페어런트와 차일드 릴레이션쉽을 모두 소유

Outrigger Role

Dimensional Table과의 페어런트 릴레이션쉽

만약 위 표와 같은 룰에 어긋나게 롤을 지정한다면 Conformance Warning 에 의해서
에러 메세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Fact Table

위의 Fact Table을 만약 Dimensional Table로 변경을 한다면 아래의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잘못을 수정하게끔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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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ounting for Slowly Changing Dimensions
Dimensional Modeling 이론에 따르면 Dimensional Table은 정적인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고객명, 주소가 변화하고 회사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다. 신간과 관련하여 변하는 차원을 Slowly Changing Dimension이라고 부른
다. 데이터웨어하우스 환경에서 히스토리컬하게 저장된 데이터의 정확성은 현재 데이
터의 정확성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레코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기존 데이
터에 포함할 것인지를 레포트화 해야 한다.
업무 질의에 대한 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Dimensional Modeler들은 Dimension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제안한다.

각각의

선택은

정보의

다양한

단계를

제공한다.

테이블

에디터의

Dimensional Tab에서 Slowly Changing Types1,2,3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Type1 :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데이터로 덮어 씌운다. 이것은 레코드의 기존 데이
터를 트래킹 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Type2 : 새로운 데이터로 변화 시 마다 추가적인 디멘젼 레코드를 생성한다. 이
것은 Type1과는 다르게 기존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히스토
리를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 있다 , 그러나 이것은 기존 레코드의 모든 것을 참조
하기위한 Generalizes key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Type3 : 새로운 데이터로 변화 시 마다 레코드에서 새로운 필드를 생성한다. 이
것은 기존의 데이터만을 트래킹할 수 있으며 중간 단계의 값은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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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데이터웨어하우스 룰(Data Warehouse Rules) 설정하기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ERwin4.1은 모델의 테이블과 연관된 데이터웨어하우스
룰(Rule)을 문서화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ERwin은 6가지 룰이 있다.
Backup, Recovery, Archiving, Purge, Refresh, Append
데이터 웨어하우스 룰 에디터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룰을 쉽게 레포팅할 수 있다.
Model Menu에서 Data Movement Rule을 선택한다

Type에서 데이터의 이동 시 적용할 룰을 선택해 준다.
위와 같이 룰을 작성한 다음 각 테이블에 룰을 적용해 줄 수 있다. 위의 에디터에서
Attachment Tab을 선택한다.

적용하고자 하는 룰을 선택한 뒤, 이 룰이 적용될 테이블을 선택하여 더블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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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같은 작업을 거친 후에 각 테이블에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Data
Movement로 가면 선택한 룰이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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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데이터 소스(Data Source) 관리하기
데이터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소스를 트래킹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데이터웨어
하우스는 아카이브 데이터(Archive Data), 다양한 OLTP시스템, DSS(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
로부터 정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주로 데이터는 관계형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일 것이다.
규칙적인 수정과 데이터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는 각 컬럼에 대한 소스
를 알 필요가 있다. ERwin Data Source Editor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Model Menu에서 Data Source Editor를 선택한 후 General Tab에서 Source에 대한 정
보를 확인 및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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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Detail Tab을 선택하여 테이블 및 컬럼에 대한 정보를 기
술해 준다.

Data Source 정보를 Import하기 위해서는 Import.. 버튼을 클릭한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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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Data Source를 Import할 매체를 선택한다. ERwin에서는 CSV 파일, Script파일, .er1
파일, 데이터 베이스 등을 선택할 수 있다.

Database를 선택한 경우, Import 할 User를 선택해 준다.

Import 할 항목을 지정하여 Filtering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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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들에 대한 소스 정보도 지정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넘어
간다.

특히나 In..을 선택해서 원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여 지정된 테이블 스페이스
에 존재하는 정보만을 가져올 수 도 있다. 여러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경우는
‘,’로서 분리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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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테이블을 Import로 가져온다.

Import한 내용이 디스플레이 된다.

여기서 새로운 테이블을 등록, 변경, 삭제하기 위해 New.., Rename.., Delete..
버튼을 사용한다. 해당 테이블에 대한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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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에 데이터웨어하우스 소스 설정하기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소스를 Import 받은 Dimensional Table의 각 컬럼들의 소스
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컬럼 에디터에서 Data Source Tab을 선택 한다.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소스 에디터에서 소스명이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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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한 테이블의 컬럼들이 디스플레이 되며 데이터 소스로 정의할 컬럼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하여 Data Warehouse Source Editor로 들어 갈 수 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빠져 나온다.

앞에서 선택한 데이터 소스가 화면 우측의 Data Source창에 나타나며 한 개 이상 여
러 개를 지정 할 수 도 있다.
Transform Comment에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의를 적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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