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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기반 지능형 E-R 모델링 도구 eXERD

eXERD 주요기능

eXERD는 사용자 중심의 모델링 도구로써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논리 • 물리 통합 모델링
논리와 물리 모델링 동시 편집가능, 다이어그램 컬럼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편집 가능

관계선 최적경로 자동 배치
테이블간 관계선 최적 경로 자동 배치, 관계선 배치 시간 절감 효과

사용자 편의성

수 많은 메시지 대신,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상황을 전달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 효과
수많은 정보를 애니메이션으로 전달하여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작업 효율성 향상

XScript
Xsript를 이용하면 대량의 모델을 빠르게 탐색후 일괄 조작,
관련 산출물들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
강력한 편집 지원기능들과 함께 제공, 훌륭한 내장 스크립트들과 도움말을 포함

도메인 타입 지원
컬럼의 용도와 역할에 따라 도메인 타입을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음

사용자를 즐겁게 하여,
작업 능률성 향상

실제 사용자
작업패턴을 중시

표준화 지원

표준 용어 사전 지원
E-R다이어그램 작성시 사용할 표준용어와 물리명 정의, 표준용어사전

작업 모델 검토 및 수정
논리적ㆍ물리적 오류 및 표준화 준수여부 검토, 문제 해결 자동 처리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원
기존DBMS 테이블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원, 역공학된 모델 재편집 가능,
관심영역별 다이어그램 생성 및 추가 가능

포워드 엔지니어링
설계한 E-R모델에 다양한 옵션 적용으로 DBMS 테이블 생성 가능

호환성/통합성

이클립스 기반 개발 툴 제공 완벽한 호환 및 연동
Eclipse와 완벽 융합된 도구, 소스 버전관리 등 Eclipse 플러그인과 완벽하게 연동,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대로 사용가능

모델 비교
DB와 파일간의 차이나 시간대별 모델의 변경 내역 등을 시각적 파악후, 병합 작업 수행가능
변경 점에 대한 보고서를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

반복적이고 수작업
위주의 작업 방식을 해소
자신만의 작업환경을
구성가능

사용자가 내린 명령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DBMS
지원 DBMS

- Oracle 9, 10, 11
- DB2 9.X
- MSSQL 2005, 2008, 2012
- MySQL 5.1, 5.5

사용환경
작업속도 향상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문서작업 호환성 및 완벽한 한글지원

관계선 배치 작업 자동화
반복적이고 수작업 위주 작업방식 해소

쉽고, 빠르고, 동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논리, 물리 이름을 동시에 표시

여러가지 형태로 데이터 내보내기
한글 자소분석을 통한 초성 검색 지원
(영단어, 숫자와 조합된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한글 메시지 지원 )

기본키와 참조키만
관계 및 주석

OS

CPU

- Microsoft Windows (XP 이상)
- Apple Mac (Eclipse plugin 버전만 설치가능)
- Pentium 4 이상

테이블 전체

RAM

eXERD Plugin

-1GB 이상
- Eclipse가 원활히 작동하는 권장사양
- Eclipse V 3.4.1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