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Maker를 통해 성공적으로 
App을 제작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제작



제작해 보세요! 
이제 기획 가이드를 모두 마쳤고  
요구사항 수집, 디자인 프로토타입 생성, 
사용자 피드백 수집에 관해 배웠으므로 
본격적으로 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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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팀원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App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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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제작해 보세요!   

이 가이드는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FileMaker의 필수 요소에 관해 알아보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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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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App 제작  
프로세스에 관해 알아봅니다.

FileMaker  
맞춤형 App  
성공 

프레임워크 

맞춤형 App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App을 어떻게 디자
인할지 살펴봅니다. 기획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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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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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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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데스크탑에 최신 버전의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800) 725-2747로 영업팀에 연락하거나  
http://info2.filemaker.com/FileMaker_Platform_Trial_Request.html?
Language=KO&country-culture=korea 
에서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참고: 이 가이드는 기획 가이드에서 설명한 ‘Jennifer’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참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기획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FileMaker Pro FileMaker Pro 
Advanced

http://info2.filemaker.com/FileMaker_Platform_Trial_Request.html?Language=KO&country-cultur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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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 맞춤형 App 플랫폼

FileMaker Pro는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툴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App 제작이 쉽습니다. 

데이터를 계산하고 작업 흐름을 자동화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101 Video Series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101/over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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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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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예시

재고 관리 

학생 성적 

자산 추적 

일정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입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
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
언트가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묶여 있는 송장
과 해당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자의 데이터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데이터 복제는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거
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장비 대여 회사(기획 가이드에 설명함) 
에서 한 명의 고객이 렌탈 계약서를 통해 여러  
대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한 위치(고객 정보 레벨)에서 변경하면  
모든 렌탈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201: 제작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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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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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을 기획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살펴
보고 어떻게 정리할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나타내는 것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룹
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을 개체라고 부릅
니다. 개체는 서로 구분되는 사물을 총칭하는  
그룹 또는 클래스입니다. 

각 개체는 해당 개체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
는 속성을 통해 설명됩니다.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201 Video Series: 레슨 2

데이터 구성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202 Video Series: 레슨 4

개체 고객 장비

이름 제조사

성 모델

웹사이트 일련번호

기본 전화번호 설명

회사 구입일

주소 가치

속성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data-model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2/expanding-your-data-model


개체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의 개별 항목은 레코드이며 개체의 특성 또는  
속성은 필드입니다.  테이블, 레코드 및 필드 등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이룹니다. 

데이터 모델은 실제 정보를 나타냅니다. 여기 Jennifer
의 고객 테이블을 살펴보면 예제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고객은 레코드(행)
이고 이름, 주소 등 각 고객의 속성은 필드(열)입니다. 

1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테이블, 레코드, 필드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 데이터 기본 요소를 어떤 방식으
로 분류해야 검색 및 보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십
시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을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각각 다른 두 개의 필드로 정의하십
시오. 또는 개인의 우편 주소의 경우 
도로명 주소, 도시, 주 등 여러 요소
로 분리하십시오.

최상의 방법

필드(열)

레코드(행)

이름 마지막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Dave Jones West Side 골동품점 dave.jones@davejones.com 555-817-9172

Sue Smith Rankin 스튜디오 sue.smith@suesmith.com 555-931-6728

Tom Chase XYZ 글로벌 tomchase@tomchase.com 555-678-0987

Weling Chan ACME weilingchan@weilingchan.com 555-978-3652

mailto:dave.jones@davejones.com
mailto:sue.smith@suesmith.com
mailto:tomchase@tomchase.com
mailto:weilingchan@weilingc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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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다른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테이블의 
레코드를 볼 때 다른 테이블의 관련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쪽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데이터(보통 고유 ID)에 의해 연결됩니다. 이러한  
일치하는 필드들을 키라고 부릅니다. 아래는 관계의 예시입니다. 

- 고유 회사 ID로 연결된 여러 개의 주소가 있는 회사 

- 고유 자동차 ID로 연결된 여러 번 엔진 오엘 교환 기록이 있는 자동차 

- 고유 환자 ID로 연결된 여러 번 내원한 기록이 있는 환자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8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내원 기록

회사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

환자

관계
주소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주요 키 및 외부 키

두 개의 관련 테이블에 사용된 키는 주요 키 및 외부 키라고 부릅니다. 

주요 키는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주요 키는  
고유하며, 비어 있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외부 키는 한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를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와  
관련짓는 데 사용됩니다. 즉, 외부 키는 고유 ID 또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의 주요 키를 보유합니다. 

회사 및 주소 예제에서 하나의 회사는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주소는 하나의 회사에 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 테이블에는 각 회사를 
식별하기 위한 회사 ID라는 주요 키가 있습니다. 주소 테이블에는 회사 
ID 필드가 있지만 외부 키입니다. 외부 키는 하나의 회사에 여러 주소가 
속하므로 해당 테이블에서 고유한 값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면 추후 로직과 리포트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시나리오와 요구사항  
문서를 검토하여 생성할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회사 ID 회사

101 West Side 골동품점 

102 Rankin 스튜디오

103 XYZ 글로벌

104 A to Zinc Inc

회사 ID 주소 도시 주

101 123 Main Street Phoenix AZ

102 987 Market Road Houston TX

101 143 1st Avenue Richmond VA

104 1515 South Street Seattle WA

주요 키 외부 키

14



15

사용자 인터페이
스 디자인하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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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작업은 반복 과정입니다. 먼저 사용자와  
사용자가 수행하려는 작업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합니까?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검색합니까?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합니까? 작업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프레임워크의 ‘기획’ 단계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결정하고 어떤 비즈니스 규칙을 데이터에 결합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ileMaker 솔루션 
빠르게 생성하기

퀵 스타트 
교육 가이드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 레슨 9 및 레슨 13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Custom App Academy 201  
“기획” 레슨 

http://www.filemaker.com/kr/products/demos/#fm-demo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5439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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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요소이
며 사용자는 레이아웃을 통해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  
보여주는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또는 테이블 보기에서는 여러 레코드가 한 번에  
표시됩니다. 

형식 보기 및 목록 보기에서는 레이아웃의 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들은 사용자
가 App에서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합니다. 

테이블 보기는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하게 데이터를 
표시하지만 레이아웃 포맷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추가하기 
및 보기

레코드에 데이터 
입력하기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201 Video Series: 레슨 4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고객

John Smith

Sammie Junior

Mary Jones

Robert Jenkins

Sarah Smith

Maria Sanchez

형식 보기 목록 보기 테이블 보기

고객

John

Sammie

Mary

Robert

Smith

Junior

Jones

Jenkins

Sarah Smith

이름 성

John Smith

Sammie Junior

Mary Jones

레이아웃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adding-viewing-data.html%23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entering-data.html%23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lay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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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지원

FileMaker Pro는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해당 레이아웃을 
표시할 기기에 적합한 레이아웃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템플릿은 컴퓨터(예: 데스크탑 및 노트북), iOS 기기 및 프린터
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작 솔루션은 웹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는 WebDirect
와 컴퓨터 및 iOS 기기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다양한 레이아웃을  
포함합니다.

FileMaker Training Series:  
Advanced 모듈 3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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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FileMaker가 제공하는 다른 유용한 기능은 레이아웃의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마를 통해 레이아웃의 버튼, 필드,  
배경 스타일 및 다른 대상체에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멋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서체, 크기, 색상 및 기타 스타일을 여러분의 레이아웃
에 적용하여 멋진 디자인과 분위기가 있는 전문가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FileMaker Custom App Academy 
202 Video Series: 레슨 2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2/themes-and-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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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시보드 또는 보고서와 같이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고서

보고서는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요약 필드를 
사용하며 여러 단계의 계층으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는 차트 도구 및 글로벌 필드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요약합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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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져오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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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방식 선택하기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솔루션 사용하기 데이터 가져오기 처음부터 시작하기

FileMaker Pro는 사용자화할 수 있는 
미리 내장된 App을 제공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레이아웃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생성합니다.

FileMaker Pro 또는 Pro Advanced

데이터를 새로운 FileMaker  
파일로 가져오기 

FileMaker  
파일 생성하기 

시작 솔루션으로 FileMaker  
파일 생성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importing-data.html%23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creating-files.html%23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creating-files-starter-solution.htm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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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솔루션

파일 메뉴에 있는 FileMaker 시작 솔루션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 프로젝트 

- 행사 관리 

- 연락처 

- 자산 

- 콘텐츠 관리 

- 청구서 

- 재고 

- 작업 

- 견적 

- 리소스 일정 관리 

- 미팅 

- 지출 보고서 

- 제품 카탈로그 

- 개인 레코드 

- 시간당 지급 

- 리서치 노트

시작 솔루션으로 FileMaker  
파일 생성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creating-files-starter-solution.htm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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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를 가져오면 다른 소스(일반적으로 파일)의 
데이터를 FileMaker 파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xcel 파일 또는 기타 지원되는  
파일 유형  

- 다른 FileMaker 파일 

- ODBC 또는 MySQL과 같은 외부 소스

Microsoft Excel 파일

FileMaker Pro 파일

외부 소스

MySQL

데이터를 새로운 FileMaker  
파일로 가져오기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6

퀵 스타트 
교육 가이드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다른 FileMaker 파일

Custom App 
Academy 201 

Oracle IBM 
iSeries

http://www.filemaker.com/help/16/fmp/ko/#page/FMP_Help%2Fimporting-data.html%23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5439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tables-fields-and-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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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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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통합

FileMaker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합을 예약하면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FileMaker App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합

외부 소스와의 연결을 유지하여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능을  
통해 마치 FileMaker App 내에 있는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다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소스

MySQL, Oracle,  
IBM iSeries 등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17

FileMaker Training Series: 
Advanced 모듈 9

외부 SQL  
소스에 대한 소개

외부 SQL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www.filemaker.com/downloads/documentation/techbrief_intro_ess.pdf
http://help.filemaker.com/app/answers/detail/a_id/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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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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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직이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의 주요  
구성 요소는 비즈니스 규칙과 작업 흐름입니다.  

- 비즈니스 규칙은 특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 작업 흐름은 작업, 절차상 단계, 필요한 입력 및 출력 정보,  
해당 절차의 각 단계에 필요한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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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경우 작업 흐름의 특정 부분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FileMaker는 직관적인 스크립팅 언어를 제공하여 작업 흐름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팅 언어는 읽고 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매우 강력하며 복잡한 시나리오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에는 스크립팅 언어 외에도 계산 공식, 함수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기타 유용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Custom App Academy 201  
스크립트 레슨 

비즈니스 자동화

https://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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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팅

스크립팅을 사용하면 간단한 탐색 작업부터 복잡한 리포트와 작업 흐름까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수행하려면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스크립트는 일련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App에서 동작을 
실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에서 항목 선택하기 

- 레이아웃에서 버튼 클릭하기 

- 레이아웃 입력하기 

- 레코드 탐색하기 

- 파일 열기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15

FileMaker Training Series: 
Advanced 모듈 5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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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작업 영역

FileMaker에서 스크립트 작업공간은 스크립
트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보고, 구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항목은 고객  
목록 레이아웃을 표시하여 화면을 변경하는  
한 단계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작업 영역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8

왼쪽 막대에는 
현재 스크립트 
목록이 표시됩
니다.

편집 도구 막대

오른쪽에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단계 목록이  
표시됩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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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자동화하기

Jennifer는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Jennifer의 요구를 충족하는 스크립트의 예제입니다.

사용자가 수행하는 동작:
사용자가 “New Customer”(새로운 고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은 ‘새로운 고객’ 
스크립트를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수행하는 동작:
1단계: FileMaker Pro가 “고객 세부 정보” 레이아웃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새로운 레코드가 생성됩니다. 
3단계: 커서가 “Company”(회사) 필드로 이동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항목:
비어 있는 고객 양식이 표시됩니다. 
“Company”(회사) 필드에 커서가  
나타나며 사용자가 새로운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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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자동화하기

Jennifer는 보고서 작성 작업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동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수행하는 동작:
사용자가 “Create Email”(이메일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은 PDF 첨부파일이 있는 이
메일을 생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수행하는 동작:
1단계: 차트 레이아웃이 표시됩니다. 
2단계: 프린트 설정이 구성됩니다(이 경우에는 가로로  

설정). 
3단계: PDF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는 임시 파일  

경로가 생성됩니다. 
4단계: PDF 파일이 생성되어 이메일에 첨부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항목:
사용자가 PDF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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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계산식에서 공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스프레드시트에 표시되는 것처럼 계산식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가끔은 스크립트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 결정합니다. FileMaker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프레드
시트에서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계산식은 필드를 채우고 툴팁 메시지를 제공하며 동적 
이메일을 설정하는 작업 등에 사용합니다.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14

FileMaker Training Series: 
Advanced 모듈 4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Custom App Academy 201 
계산 레슨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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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Jennifer는 장비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확인하고 싶고, 재고 계획용으로 사용할 자산 카테고리, 자산  
구입일, 대여 계약 시작일 및 개별 자산 비용과 같은 메트릭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Jennifer의 경우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개발하면 이런 특정 메트릭을 모니터링하여 비즈니스  
관련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다음 페이지들에서 나오는 이미지처럼 보기 편하도록 이 정보를 보고서 또는 차트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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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정의

이 고객의 자산 총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계산

Jennifer의 App에서는 두 개의 계산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며칠 동안 임대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고객 자산의 총액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메트릭은 계속 확인할 수 있어 Jennifer가 비즈니스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산식 표시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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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시하기

FileMaker 소프트웨어는 레코드 그룹을 요약하
는 계층형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용을 보기 쉽도록 자산이 전
자제품, 카메라, 컴퓨터, 사무실 가구 및 전화기 
레코드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동일한 자산 데이터를 
원형 차트로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보고서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Custom App Academy 
201 보고서 레슨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report-lay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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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설정하기
-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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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보안: 누가 이 App을 사용합니까?

신원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포함하여  
계정을 생성하여 정의된 사용자만 App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근 제어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접근 권한을  
생성하여 각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용자 계정과 연결됩니다. 
권한 범위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보고 생성하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또한 레이아웃,  
스크립트 및 기타 설정에 대한 제어도  
제공합니다.

역할

레이아웃

데이터 입력 직원은 
하나의 레이아웃에만 
접근할 수 있고 현장 
직원은 두 개의 레이
아웃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임원은  
세 개의 레이아웃  
모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 레슨 18

FileMaker Training Series: 
Advanced 모듈 7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임원 보고서

데이터 입력 양식

현장 직원 대시보드

임원 데이터 입력 직원 현장 직원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FTS-Downloads.html?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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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보안: 권한 범위

새로이 제작한 모든 FileMaker App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 정의된 세 개의 권한 범위가 
있습니다. 

전체 접근
사용자는 해당 파일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전용
사용자는 레코드를 보고, 생성하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사용자는 레코드를 보거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더욱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맞춤형 권한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Custom App Academy 201 Custom App Academy 202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1/accounts
http://www.filemaker.com/learning/custom-app-academy/202/extend-your-security-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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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또는 외부에서 계정 관리하기

FileMaker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계정(로컬 계정과 외부 계정)을 사용하여 개별 FileMaker 파일 
내에서 계정을 관리하거나 외부의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컬 계정은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원하는 만큼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IT 관리자가 인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Active Directory, Open Directory 
또는 OAuth와 같은 외부 시스템에서 생성된 계정입니다.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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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안 수준의 다이어그램

FileMaker 플랫폼은 App에  
설정한 보안이 iPad, iPhone, 
Windows, Mac 및 웹에도  
적용되는 통합된 보안 모델을  
사용합니다.  

FileMaker  
서버

FileMaker 
WebDirect 
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용 App

FileMaker Pro를  
사용하는 Mac 및  

Windows용 App

FileMaker Go를  
사용하는 iOS용 App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외부 인증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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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FileMaker Pro Advanced는 지정된 FileMaker App 내 서버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인 Encryption at Rest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설명한 계정 기반 보안도 제공합니다. 

FileMaker Server는 SSL(Secure Sockets Layer) 기술을 사용하여 FileMaker Server와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간의 연결을 암호화하며 Web 
Publishing Engine과 FileMaker WebDirect 및 Custom Web Publishing 간의 연결을  
암호화합니다. 이 암호화 기능을 통해 호스트된 연결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보안 
가이드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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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테스트하기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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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을 제작한 후 대상 사용자와 디자인을 테스트하십
시오. 

테스트는 반복적인 프로세스이며 App 제작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포’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테스트 결과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  
적용하기

사용자와 함께 다시 디자인  
검증하기 사용자App 테스트하기

App 테스트하기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단계 •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알아보기 • 데이터 모델 설계하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 데이터 가져오기 • 외부 데이터 소스 통합하기 • 비즈니스 로직 생성 및 작업 흐름 설계하기 • 보안 설정하기 • App 테스트하기 



다음 가이드로 App 공유를 시작해 보십시오. 

배포 
FileMaker 플랫폼으로 새로운 App을 배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