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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tity may be defined as a thing which is recognized as being
capable of an independent existence and which can be uniquely
identified. An entity is an abstraction from the complexities of someidentified. An entity is an abstraction from the complexities of some
domain. When we speak of an entity we normally speak of some
aspect of the real world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aspects of the real world.

An entity may be a physical object such as a house or a car an eventAn entity may be a physical object such as a house or a car, an event
such as a house sale or a car service, or a concept such as a
customer transaction or order. Although the term entity is the one
most commonly used, following Chen we should really distinguish
between an entity and an entity-type. An entity-type is a category. An
entity, strictly speaking, is an instance of a given entity-type. There are
usually many instances of an entity-type. Because the term entity-type
is somewhat cumbersome, most people tend to use the term entity
as a synonym for this term.



Identifying Data Objects and RelationshipsIdentifying Data Objects and Relationships

In order to begin constructing the basic model, the modeler must
analyze the information gathered during the requirements analysis for
the purpose of:

• classifying data objects as either entities or attributes
• identifying and defining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 naming and defining identified entities,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modeler must analyze narratives from
users, notes from meeting, policy and procedure documents, and, if
lucky, design documents from the current real system.



인구는 출산률(birth rate)과 사망률(death rate)에 의하여 그 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는 그 인구가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생산연령인구; 15 64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population; 생산연령인구; 15-64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전체 인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보자.

(1) 아이들(Children)
(2) 경제활동인구(working people)
(3) 노년인구(retired people)

(1) 나이먹기 : 경제활동인구가 늙어서 은퇴하여 노년인구에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도 한다.

(2) 사망 : 각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여 인구가 줄어든다.
(3) 출산 : 경제활동인구는 서로 결혼을 통하여 아이들을 출산한다.



Component Analysis Diagram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아이들이 성장하여 경제활동인구가 되어가는 비율이 6.6%라고 하고, 경제활동인구가
퇴직하여 노년인구가 되어가는 비율이 2%라고 하자. 그리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0.1%, 경제활동인구 사망률이
0.3%, 노년인구의 사망률이 5%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2%라고
하자.

Component Analysis Diagram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아이들이 성장하여
경 제 활 동 인 구 가 되 어 가 는 비 율 이
6.6% 라 고 하 고 , 경 제 활 동 인 구 가
퇴직하여 노년인구가 되어가는 비율이
2% 라 고 하 자 . 그 리 고 아 이 들 의
사망률이 0.1%, 경제활동인구 사망률이
0.3%, 노년인구의 사망률이 5%라고
하 자 . 마 지 막 으 로 경 제 활 동 인 구 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2%라고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2%라고
하자.

최초 1년에 아이들의 인구수는 19만,
경 제 활 동 인 구 는 65 만 , 노 년 인 구 는
16만이라고 하자16만이라고 하자.



각 인구별 변화량

아이들

=경제활동인구×출산률-
아이들×아이들의 계층간 이동률-
아이들×아이들 사망률
=C11*$A$8-B11*$A$6-B11*$A$3

경제활동인구

=아이들×아이들의 계층간 이동률-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의 계층간
이동률이동률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사망률
=B11*$A$6-C11*$B$6-C11*$B$3

노년인구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의 계층간
이동률-노년인구×사망률
=C11*$B$6-D1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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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opulation



Amount population after n-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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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stem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CLAMC Chapter 8 Section 9* The system of 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 CLAMC Chapter 8, Section 9.

http://math1.skku.ac.kr/home/pub/389/





Finite element method

유한개의 요소를 통해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Node와 Element라는 요소를 유한개
생성하여 이로써 모델을 여러 개로 분할하게 되는데생성하여, 이로써 모델을 여러 개로 분할하게 되는데,
이를 Mesh라 한다.

2D FEM solution for a magnetostatic
configuration (lines denote the direction
f l l t d fl d it d lof calculated flux density and colour -

its magnitude)

An example of mesh for 2D FEM problemAn example of mesh for 2D FEM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