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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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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 
DevCon은 심층 세션, 특별 관심사에 관한  
미팅, 일대일 컨설팅은 물론 FileMaker, Inc. 
직원 및 FileMaker 플랫폼의 숙련된 개발자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DevCon은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FileMaker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가치있는 단일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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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호감이 가는 사람 즉 존경할 수 있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렇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 됩니다.

— Alan Cooper 
미국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겸 프로그래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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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이 초급자용 ebook은 Martha Zink가 
2017 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설 “사용자로부터 올바른 답변 
이끌어내기 - UI 팁과 비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Martha는 Soliant Consulting의  
기술 프로젝트 팀장이며 12년 이상 
FileMaker 플랫폼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Martha는 FileMake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App 제작, 클라이
언트와 비즈니스의 요구사항 분석, 내부 
개발자와 컨설턴트 모니터링하기와  
같은 직무도 맡고 있습니다. 

https://youtu.be/ZipQC6NO1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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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I가 왜 중요합니까?

사용자가 여러분의 App에서 쉽게 탐색 
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필수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면, 개발 초기부터 이를 고려하고  
App을 설계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초조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사용자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개발자의 몫입니다.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면 사용자화 
가능하고, 고유하며, 사용자와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춰진 App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 UI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둡니다.

• [사용자] 직관은 실재합니다.

• UI는 어느 곳이든 있기 때문에 공들여 작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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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질문
01 다음과 같은 높은 단계의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맞춤형 App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맞춤형 App에서 보여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수행할 작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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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역할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보안  
단계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레이아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블릿 기기는 노트북에 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용자들이 탭 또는 
클릭을 사용합니까? App이 사용자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감독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건설  
현장의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근무시간 
기록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맞춤형 App에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경영진 
- 관리자 
- 데이터 입력 직원

사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 데스크탑 
- 휴대 전화 
- 웹

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 매우 관심이 있음 
-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 
- 전혀 관심이 없음

사용자에 관해 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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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App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해당 사용자는 여러분의  
App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사용자는 회사의 규칙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색상 및 명암
- 테마 및 스타일 
- 대상체 상태 
- 조건부 포맷

일관성

- 건너뛰는 대상체가  
없어야 함 

- 테마 및 스타일 
- 대상체 상태

명료성

- 여백 
- 공백 
- 작업흐름 과정

3가지 디자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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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사용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십시오. 더 효율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자가 불만을 가지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면, 맞춤형 App에 
포함하려는 기능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에 유용한 방법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 유용한 방법

데이터를 편집하기 보다 데이터를 보는 경우

팝오버 

카드 윈도우 

테마 및 스타일

작업흐름을 따르는 경우 진행상태 막대/버튼 막대 

카드 윈도우

화면 흐름에 의존하는 경우
탭 순서 

탐색 

조건 가시성

실수한 경우 사용자 설정 대화상자/사용자 설정 메시지 

조건부 포맷



더 좋은 UI를 위한 
소프트 스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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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관찰하십시오. 

고충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잊지 마세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용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과 사용자가 수행한다고 “말하는” 작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의 고충이 무엇인지 알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충을 받아들여 사용자는 물론 여러 사용자들로 구성된 집단인 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배우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초점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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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UI를 위한 
하드 스킬

03
사용자에게 App 사용 방법을 직접 교육합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App을 제작합니까? 성공적인 App을 개발하려면 FileMaker 플랫폼 도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 이해하기

테마 및 스타일/대상체 상태 

조건부 포맷 

조건부 가시성  

버튼 및 버튼 막대 

사용자 설정 대화상자 

카드 윈도우/팝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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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비결
04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면 점진적으로 UI 경험을 개선하고 사용자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기

위와 같은 App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팁 #1: 테마 및 스타일

레이아웃의 필드를 정렬하고, 탭 순서를 고정하고,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고, 표준 주소처럼 보이도록 필드를 포맷하여 주소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팁 #2: 조건부 포맷

조건부 포맷 사용하여 작업이 필요한 필드가 사용자의 눈에 띄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팁 #3: 카드 윈도우

카드 윈도우를 선택 화면으로 사용하여 고객이 선택하는 작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팁 #4: 팝오버

팝오버를 사용하여 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팁 #5: 버튼 막대

버튼 막대를 사용하여 송장 상태가 더 잘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팁 #6: 사용자 설정 대화상자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대화상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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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맞춤형 App 개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작

이제 제작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배포

제작한 맞춤형 App을 
팀에 공유해 보십시오.

다음 가이드를 참조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맞춤형 App을 제작하고, 
제작한 맞춤형 App을 팀에 배포해 보십시오.

Martha Zink의 DevCon 연설을 시청하고 데모에서 사용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음 단계
05 사용자로부터 올바른 답변 이끌어내기 – 

UI 팁 및 비결
BEG002.fmp12.zip 

269.7 KB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www.filemaker.com/kr/custom-apps/index.html#fm-video-common-business-challenges
https://youtu.be/ZipQC6NO1UQ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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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com 배우기 사이트에서 맞춤형 App 아카데미 교육 과정, 웹세미나, 디스커션,  
동영상 및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filemaker.com/kr/learning/

공식 FileMaker Community에서 다른 FileMaker 사용자와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동영상을 보거나 기술 보고서, 사용 방법에 관한 기사 및 백서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filemaker.com/

FileMaker.com 지원 사이트는 제품 설명서, 지식 베이스 기사, 구입 결정에 관한 도움 및 설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filemaker.com/kr/support/

Soliant TV와 Soliant 블로그를 통해 타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SoliantConsultingTV/ 및 soliantconsulting.com/blog/

온라인 학습, 교육 및 커뮤니티리소스  
탐색하기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리소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http://www.filemaker.com/kr/learning/
https://community.filemaker.com/
http://www.filemaker.com/kr/support/
http://www.youtube.com/SoliantConsultingTV/
https://www.soliantconsulting.com/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