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App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맞춤형 App을 팀과 공유해 
보세요! 
기획 가이드를 사용하여 맞춤형 App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제작  
가이드를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호스팅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호스팅 플랫폼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배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고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
춤형 App을 배포하는 단계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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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팀원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App을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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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공유해 보세요.   

이 ebook은 FileMaker 플랫폼을 이용하여 
맞춤형 App을 배포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획, 제작, 배포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 
중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팀에 맞춤형 
App을 성공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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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 제작에 필요한 3가지 원칙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맞춤형 App 제작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획

제작

배포

3개의 개별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3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App 제작 프로
세스에 관해 알아봅니다.

FileMaker  
맞춤형 App  
성공 

프레임워크 

맞춤형 App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App을 어떻게 디자
인할지 살펴보십시오. 기획을 
시작해 보십시오.

제작 단계에서는 App 제작 
과정과 FileMaker 플랫폼에
서 맞춤형 App을 구축하는 
방법 개요를 살펴봅니다.

맞춤형 App을 실제로 사용합
니다. 배포에서 맞춤형 App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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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 개요

-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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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 개요
사용자의 FileMaker App은 FileMaker Cloud 또는 FileMaker Server로 호스트됩니다. FileMaker Pro와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면 Mac이나 
Windows 데스크탑에서 연결할 수 있으며 FileMaker Go를 사용하면 iPad 및 iPhone 장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leMaker WebDirect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호스트된 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FileMaker Server

FileMaker Pro / FileMaker Pro Advanced

FileMaker Cloud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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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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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전략

‘배포’라는 단어는 개발자가 제작한 맞춤형 App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술, 인프
라 및 기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스트(공유)된 FileMaker App이 유지관리되고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발생 시 복구 
목적의 백업 전략을 포함하는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포 전략 세우기는 맞춤형 App 설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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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된 파일이란 무엇입니까?
호스트된 파일을 사용하면 많은 사용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FileMaker Cloud 또는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되면 
FileMaker Pro,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사용자 간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된 파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App 모니터링 및 관리 
- 재난 복구를 위한 백업 자동화 
- SSL 암호화로 데이터 보안 
- 강력한 확장성 및 네트워크 복구 기능 제공 
- 인터렉티브 App을 데스크탑, iOS 및 웹에 배포 
- Admin Console에서 시스템 및 맞춤형 App 성능 보기 
- 통계 및 로그 문제 해결 
- ODBC, JDBC 및 XML과 통합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FileMaker Server

FileMaker Pro / FileMaker Pro Advanced

FileMaker Cloud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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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앱 배포하기: FileMaker Server 또는 FileMaker Cloud

사용자에게 적합한 플랫폼 결정하기. 

FileMaker Server와 FileMaker Cloud 비교하기

FileMaker Server

FileMaker Server는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 소프트웨어로서 맞춤형 App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 기기에서 실행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며 AWS(Amazon Web Services), Azure  
또는 Google Cloud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방식을 사용하여 사내  
또는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는 24시간 내내  
접근할 수 있고 자동 백업을 지원하며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 발행을 위해 PHP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FileMaker Server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FileMaker Server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FileMaker 
Server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FileMaker Cloud

FileMaker Cloud는 서버의 유지와 배포에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고 FileMaker Server의 편리함,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FileMaker Cloud는 적은 간접 관리 비용, 적은 시작 비용, 빠른 배포  
및 즉각적인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 팀과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해 보세요. FileMaker Cloud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App으로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FileMaker Cloud FileMaker Server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compare.html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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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 적은 간접 관리 비용 
- 적은 시작 비용 
- 빠른 배포 
- 즉각적인 확장성 
- 시스템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자동 메인터넌스 
- 재난 복구를 위한 자동 백업 
- 시스템 성능, 사용량 및 업데이트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능동적인 알림 

- ODBC/JDBC와 REST 기반 FileMaker Data API 통합 

- OAuth 2.0 ID 공급자를 통한 인증 지원 

FileMaker Cloud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FileMaker Cloud FileMaker Cloud FAQ FileMaker Cloud 기술 사양

FileMaker Cloud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
http://www.filemaker.com/kr/purchase/store/faq-cloud.html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specific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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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아래 상황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세요.

FileMaker Cloud FileMaker Cloud FAQ FileMaker Cloud 
기술 사양13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FileMaker Cloud가 정답입니다.

하드웨어 선불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계속되는 서버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리소스가 부족하다

긴급한 요구나 계절적 요구 사항이 있어 배포를 확장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외부 지역에 데이터를 저장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
http://www.filemaker.com/kr/purchase/store/faq-cloud.html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specific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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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Server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사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중 원하는 환경에서 파일 호스트 

- 원격으로 맞춤형 App 모니터링 및 관리 

- 자동화된 백업 옵션을 통해 세부적으로 제어  

- 다중 컴퓨터 배포를 사용하여 배포 규모 확대  

- 일정에 따라 실행되는 스크립트 설정 

- 강력한 확장성 및 네트워크 복구 기능 제공 

- CWP(Custom Web Publishing)을 사용하여 인터렉티브 App을 웹상에 배포 

- 통계 및 로그 문제 해결 

- ODBC/JDBC, XML 및 REST 기반 FileMaker Data API와 통합 

-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Open Directory 또는 OAuth ID 공급자를 통해 인증 가능

FileMaker Server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FileMaker Server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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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의 데이터 소스 고려하기

FileMaker Cloud 및 FileMaker Server는 다음 ESS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 MS SQL Server 2016 

- MS SQL Server 2014 

- MS SQL Server 2012 SP1 

- MySQL 5.7.14 Community Edition(무료) 

- Oracle 12c R1 

- Oracle 11g R2 

또한 FileMaker Server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IBM i 7.1(AS/400) 

- IBM DB2 10.5 

- PostgreSQL 9.4.4

FileMaker Cloud, FileMaker Server 및 데이터 통합
FileMaker 앱을 호스트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외부 데이터 소스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앱이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스와 FileMaker Cloud에서 호스트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약간 다릅니다.

FileMaker Cloud는 다음 Linux ODBC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 Microsoft SQL ODBC Driver 13.1.9.1-1(64비트) 

- MySQL Connector/ODBC 5.2.5-6.el7(64비트) 

- Oracle Instant Client 12.2.0.1.0(64비트)

CSV MySQL

데이터베이스

XML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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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식 결정하기

인증 방식 선택하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로컬 계정을 정의하거나 Open Directory, Active Directory 및 OAuth를 통해 
외부 인증을 사용하는 외부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식을 결정하십시오. 

OAuth 고려사항
FileMaker Cloud 1.16.0. 및 FileMaker Server 16은 Amazon, Google 및 Microsoft와 같은 OAuth  
공급자와 통합을 지원합니다. 

암호화된 암호  
지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용 
외부 인증 OAuth 구성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1710
https://www.filemaker.com/help/16/fms/en/index.html#page/fms/config_auth_db.html
https://www.filemaker.com/help/16/fms/xx/index.html#page/fms/config_auth_oauth.htmlwwconnect_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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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을 지원하는 FileMaker 앱

SSL 인증서 받기
FileMaker에 포함된 SSL 인증서는 테스트 전용입니다. 실제 환경의 경우 호환되는 맞춤형 타사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FileMaker Cloud는 Comodo SSL 인증서 90일 평가판을 제공합니다. FileMaker Store에서 구입하
려면 FileMaker Cloud Admin Console에서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호스트 이름과 Comodo 인증서를 
갱신하거나 인증 기관에서 직접 구입한 다른 사용자 인증서를 가져오십시오.

FileMaker 네트워크 
보안 및 SSL

지원되는 SSL 
인증서

안전하게 
암호화하기

암호화된 암호 
지원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4176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1413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783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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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맞춤형 App의 가용성 확대하기

클라이언트 유형 테스트 완료 이론상 테스트 완료 이론상

FileMaker Pro 250 제한 없음†* 500 제한 없음*

FileMaker Pro(사용자 접속용) 100 100 500 500

FileMaker Go 100 100 500 500

FileMaker WebDirect 100 100 500 500

CWP(사용자 설정 웹 발행)** NA NA 500 2000

FileMaker Data API 100 100 500 1000

ODBC/JDBC 50 제한 없음†* 50 제한 없음*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및 App 디자인에 의해서만 접속 수가 제한됩니다. 
*연결은 하드웨어, App 설계, 운영체제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CWP는 영구 접속이 아닌 동시에 요청되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FileMaker Cloud FileMake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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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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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 소프트웨어 구입하기

- FileMaker 라이선스 구입: BYOL(Bring Your Own License)을 통해 FileMaker Cloud의 라이선스를 AWS로 가져오십시오. 
FileMaker, Inc.에서 연간 단위로 청구되는 라이선스를 구입하십시오. 접속 단위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5 및 
100입니다. 

- AWS Marketplace에서 라이선스 구입: AWS에서 접속 단위 5, 10, 25, 100의 라이선스를 시간 또는 연간 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며,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라이선스가 청구됩니다. 

AWS 서비스 구입하기

- FileMaker Cloud는 Amazon EC2를 포함합니다. 

- 구입 시에 40GB의 EBS(일래스틱 블럭 스토리지)가 제공되고 추가 저장 공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AWS에서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사용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 구입 시에 매달 1,000건의 이메일 알림이 제공됩니다. 월별 1,000건을 넘는 이메일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 AWS 서비스는 매달 AWS에서 따로 청구합니다.

FileMaker Cloud 사용 준비물:

구입 방법 AWS 서비스 FileMaker Cloud 소프트웨어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aws-services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filemaker-cloud-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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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FileMaker Cloud 구입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FileMaker Cloud 구입 옵션

구입 방법 구입 과정

BYOL(Bring Your Own License)
AWS에서  
구입하기

또는

FileMaker, Inc.에서 
새로운 라이선스  
구입하기

BYOL을 통해 AWS에 
기존의 연간 라이선스 

가져오기

기존의 영구 라이선스
를 변환하여 AWS로 

가져오기

AWS Marketplace에
서 새로운 라이선스  
구입하기

1 2 3 4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filemaker-cloud-software


22

AWS 정의 및 세부사항
Amazon EC2 

- 사용자의 맞춤형 App을 실행하기 위한 가상 컴퓨터 환경입니다. 

- 인스턴스 크기는 사용자의 맞춤형 App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싱 능력, 메모리 및 네트워크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BS(일래스틱 블럭 스토리지)
- 구입 시에 40GB 제공. 추가 용량은 20GB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맞춤형 App, 구성 파일, 플러그인 및 기타 구성 정보의 기본 라이브 버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업하는 시점(데이터의 ‘스냅샷’이라 불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 AWS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를 ‘데이터 전송 내보내기’라고 부릅니다.  

- 데이터 전송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고 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 FileMaker Cloud Admin Console에서 보낸 알림입니다. 

- 구입 시 매달 1,000건의 이메일 알림이 제공됩니다.  

- 월별 1,000건을 넘는 이메일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AWS 서비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aw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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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 백업

AWS 서비스

자동 백업 – 20분마다 백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며 시스템은 일주일 치의 백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수동으로 백업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Cloud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성 및 로그를 포함하여 저장 장치 전체를 저장하는 
스냅샷입니다. 

저장된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백업 안에 있는 특정 파일이나 레코드 세트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how-to-buy.html#aw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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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 영상

FileMaker Cloud 시작 가이드FileMaker Cloud FileMaker Cloud FAQ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fmhelp.filemaker.com/cloud/16/en/fmcgsg-aws/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
http://www.filemaker.com/kr/purchase/store/faq-cloud.html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vKnBkQSCeSIsLqWggZmut0P2o0YI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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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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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서버 배포 방식 결정하기

FileMaker Server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가 설치됩니다.  
1. 데이터베이스 서버 
2. 웹 퍼블리싱 엔진 
3. 웹 서버 

세 요소를 모두 한 기기에 설치할지 아니면 웹 요소는 별도의 기기에 설치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 퍼블리싱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웹 퍼블리싱 엔진과 웹  
서버를 별도 기기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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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장비 배포
웹 서버는 웹 퍼블리싱 클라이언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웹 기반의 Admin Console을 호스팅하며, 데이터 
전송 작업을 처리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한 장비 배포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버 요소를 보여줍니다.

하드웨어 옵션 결정하기

시작하기 
2장 및 3장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s://fmhelp.filemaker.com/docs/16/en/fms16_inst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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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옵션 결정하기

시작하기 
2장 및 3장

다중 컴퓨터 배포
다중 컴퓨터 배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모든 게시 관련 요소를 구분합니다. Web Direct 배포의 경우, 수요에 따라 최대 5대의 작업자 
장비를 추가하여 더 많은 Web Direct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두 장비 배포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버 요소를 보여줍니다.

장비 2, 3 등 (작업자)

장비 1 (마스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s://fmhelp.filemaker.com/docs/16/en/fms16_inst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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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1대, 2대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다음 표를 참조하여 배포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용도 요구에 적합한 배포 방식

FileMaker 클라이언트만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있는 단일 장비를 사용합니다. 두 장비 배포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pp 개발 및 테스트에 사용하는 경우 웹 퍼블리싱 엔진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 장비를 사용합니다. 두 장비 배포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FileMaker 클라이언트 사용 및 웹 퍼블리싱 
사용량이 보통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웹 퍼블리싱 엔진이 있는 단일 장비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웹 퍼블리싱 성능을  
제공하며 웹 퍼블리싱 사용량이 많은 경우 나중에 두 장비 배포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며 웹  
퍼블리싱 사용량이 많은 경우

두 장비를 사용하며 마스터 장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배포하고 작업자 장비에서 웹 퍼블리싱 엔진 및 웹 서버를  
배포합니다.

FileMaker Web Direct 사용자 연결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FileMaker WebDirect 사용자가 100명이 되면, 추가적인 작업자 장비를 배포할 수 있으며 최대 5대의 작업자 장비를  
추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500명의 사용자가 추가로 FileMaker WebDirect에 접속 가능).

시작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s://fmhelp.filemaker.com/docs/16/en/fms16_inst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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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와 차이점
FileMaker Cloud는 FileMaker, Inc.에서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AWS Cloud를 통해 맞춤형 App을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는 자신의 로컬 장비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원격으로 설치하여 맞춤형 App을 호스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문서와 아래 리소스 목록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FileMaker Server는 
FileMaker Cloud와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FileMaker Server 실행하기

FileMaker Server 내부 환경 vs 클라우드 환경
FileMaker Server를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하면 FileMaker Server  
기능은 물론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 강력하고 빠른 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호스트하는 경우에는 로컬 네트워크나 방화벽  
너머에 있는 서버 또는 데이터 소스와 통합하는 FileMaker Server의  
기능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FileMaker Server와 FileMaker Cloud 비교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cloud/comp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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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성능을 위한 FileMaker Server

- 전용 기기에서 FileMaker Server를 실행하고 해당 기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FileMaker Server가 많은 클라이언트 또는 파일을 대량으로 호스팅하는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거나 제한하십시오. 

- 맞춤형 App 및 FileMaker Server와 함께 실행되는 다른 프로세스에 필요한 용량을 검토하고  
확보하십시오. 

- 시스템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유지하십시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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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전략 결정하기

여러분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백업 주기(몇 시간마다, 매일, 
일주일에 몇 번 또는 기타 주기)는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변경되는 것인지, 유실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 다시 생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다릅니다.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백업 
- 프로그레시브 백업 

백업 생성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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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Server 백업

백업은 원본 파일이 유실, 손상되거나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사본입니다. FileMaker Server는 예약된 시간에  
사용자 파일의 전체 복사본 백업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파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을 백업에 추가하는 프로그레시브 백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백업
여러분의 App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주 전체 백업을 예약하십시오.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은 수행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백업
프로그레시브 백업은 호스트된 파일의 요소 중 마지막 백업 이후 변경된  
요소만 복사하여 전체 백업을 보완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더 가벼운 프로세
스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자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타사 백업
데이터베이스가 배포되었고 사용 중인 경우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거나 복
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FileMaker 
백업 파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 아카이브하려는 경우, 반드시 타사 소프트웨
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백업 생성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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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롤오버 계획하기

대기 서버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 서버에 정전이 예정된 경우 활성화되는  FileMaker Server의 최신 복사본 서버
입니다. 이 복사본 서버는 주 서버를 복구할 수 없을 때 대체 서버로 사용하거나 주 서버에서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주 서버를 대체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시작하기 
9장

FileMaker Server 복제 서버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s://fmhelp.filemaker.com/docs/16/en/fms16_insta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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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Server 영상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s://community.filemaker.com/videos/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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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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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와 논의해야 할 사항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FileMaker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디스크 하위 체제, 프로세서, 메모리, LAN, WAN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지원되는 OS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FileMaker Server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를 설치하는 동안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호스트되는 동안 온액세스 검색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FileMaker Server  
기술 사양

WAN 상에서 
솔루션 공유하기

네트워크 구성

App에 동시에 접근하게 될 사용자 수를 예상하고 사용자 접속 수를 확인합니다.

FileMaker Server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포트를 확인합니다.

대기 서버를 장애 방지 및 재해 복구용으로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라우터에서 5003번, 80번, 443번 포트를 포트 포워딩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FileMaker Go를 호스트된 
솔루션에 연결하기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filemaker-server/server-16-specifications.html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621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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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와 논의해야 할 사항

연결성

사용자가 외부 SQL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ODBC, JDBC, XML 및/또는 FileMaker Data API(REST)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할지  
평가합니다.

외부 SQL 소스에 
대한 소개

ODBC/JDBC 
통합 개요

외부 SQL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기

배포

사용자가 데스크탑, 휴대 장비 또는 브라우저 중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의 App에 접근할지 결정합니다.

FileMaker Server를 한 대, 두 대 또는 그 이상의 장비에 설치할지  결정합니다.

더 많은 모바일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데이터 백업 계획을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호스트된 솔루션에 
FileMaker Go 연결하기

보안

내부 또는 외부 인증(Active Directory, Open Directory 또는 OAuth)을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SSL 인증서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downloads/documentation/techbrief_intro_ess.pdf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612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613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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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FileMaker 플랫폼으로 시작하기에 관하여 유용한 리소스 목록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ileMaker 교육 센터 

팀에서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www.filemaker.com/kr/company/intl/

FileMaker 플랫폼 개요 • 배포 전략 결정하기 • FileMaker Cloud에서 배포하기 • FileMaker Server에서 배포하기 • 시스템 관리자의 고려사항

http://www.filemaker.com/kr/learning/
http://www.filemaker.com/kr/company/i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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