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Maker, Inc. 

회사소개 

Apple의 자회사인 FileMaker, Inc.는 사용자가 iPad, iPhone, Windows, Mac, 웹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비즈니스에 변화를 불러 오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합니다 .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 자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소유 구조 : Apple의 자회사

설립 년도 : 1998년

본사 : Santa Clara, CA, USA

시장 규모 : 150만 건이 넘는 iPad 및 iPhone 용 FileMaker GO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2 천만 개 이상의 FileMaker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습니다 . FileMaker 소프트웨어는 15 개 언어로 제공되며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기업과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고객 :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FileMaker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보기 : 
www.filemaker.com/kr/solutions/customers/

FileMaker 플랫폼은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간편한 디자인 도구를 포함합니다 .

FileMaker 플랫폼은 다음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

• FileMaker Pro는 iPad, iPhone, Windows, Mac, 웹 환경에서 실행되는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사용이 간편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 FileMaker Pro Advanced는 FileMaker Pro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고급 개발 및 사용자 지정 도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 FileMaker Go는 팀이 어디서든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iPad와 iPhone에서 FileMaker 솔루션을 실행하는 
무료 앱입니다 .

• FileMaker Server 는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사용자 그룹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 FileMaker Server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데스크탑 스타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FileMaker WebDirect 기술이 포함됩니다 .

FileMaker 플랫폼은 공통된 SQL 소스에 대한 실시간 , 양방향 연결 , Excel 및 PDF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형식과 통합 , 
업계 표준 API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터 소스에 팀을 연결합니다 .

개요

FileMaker 플랫폼

통합

An Apple Subsidiary



5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FileMaker Community는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료 서비스입니다 . 
커뮤니티 가입 : community.filemaker.com

FileMaker Business Alliance에는 주요 사업으로 FileMaker 제품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0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FileMaker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사이트에는 FileMaker 플랫폼용으로 제작된 수백 개의 상용 제품이 나와 있으며 , 
여기에는 수직 제품 , 솔루션 프레임워크 , 플러그인 , 개발자 도구 , 스캐너 , 서적 , 동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 제품 보기 : 
solutions.filemaker.com/made-for-filemaker/ (영문 )

강의 , 개인별 맞춤 FileMaker Training Series, 동영상 , 자습서를 비롯한 광범위한 교육 옵션이 있습니다 .

초보자부터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션을 제공하는 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가 매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됩니다 . 자세한 내용 :
www.filemaker.com/devcon/ (영문 )

회사소개

FileMaker 생태계

© 2015 FileMaker , Inc. all rights reserved . FileMaker 파일 메이커 및 파일 폴더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FileMaker , Inc 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Mac 및 Mac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등록 된 Apple Inc 의 상표 입니다 . Windows 및 Windows 로고는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등록 상표입니다 .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FileMaker, Inc.
5201 Patrick Henry Drive
Santa Clara, CA 95054
www.filemaker.com

FileMaker Japan, Inc.
Roppongi Hills Mori Tower
6-10-1 Roppongi, Minato-ku
Tokyo 106-6140
Japan
www.filemaker.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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