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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소개하기

FileMaker! Pro는 사용자의 업무에 필요한 솔루션을 빠르게 생성하고 공유하는 선도적인 작업 그룹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입니다. FileMaker Pro의 강력한 기능, 광범위한 플랫폼 지원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는 기업, 정부 및 교육 기관에서 누구나 iPad, iPhone, Windows, OS X 및 웹 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서 정보
이 사용 설명서는 FileMaker Pro 기능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며 가장 일반적인 FileMaker Pro  
작업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고급 제품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FileMaker Pro 도움말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 설명서 사용하기
FileMaker Pro 설명서는 생산성, 설치 안내, 온라인 도움말 등에 대한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음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1 FileMaker Pro 사용 설명서(이 설명서): 주요 개념 및 기본 절차를 다룹니다.

1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의 설치 및 새로운 기능 설명서: 설치 안내 및  
현재 버전의 새로운 기능 목록을 다룹니다.

1 FileMaker ODBC 및 JDBC 가이드: FileMaker 소프트웨어를 ODBC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으로, 
ODBC 및 JDBC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FileMaker SQL 참조: FileMaker가 지원하는 SQL 문, 표현식 및 함수를 설명합니다.

1 FileMaker WebDirect™ 설명서: FileMaker Server가 호스트하는 FileMaker Pro 레이아웃을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을 통해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DF 설명서 위치 찾기
FileMaker 설명서의 PDF 찾기:

1 FileMaker Pro에서 도움말 메뉴 > 제품 설명서를 선택합니다.

1 추가 설명서를 보려면 http://www.filemaker.com/documentation을 방문하십시오.

FileMaker Pro 도움말 
FileMaker Pro 도움말은 FileMaker Pro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FileMaker Pro의 도움말 메뉴에서 도움말을 열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도움말의 차례를 탐색하여 제목으로 주제를 찾습니다.

1 키워드를 입력하여 특정 주제를 검색합니다.

1 F1(Windows) 또는 Command-?(OS X)를 눌러서 현재 표시된 대화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일부 대화상자는 (Windows) 또는 (OS X) 버튼 또는 대화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링크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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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둘러보기
대화식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통해 FileMaker Pro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코드 생성, 수정 및  
삭제를 연습해보고 데이터 값 검색 및 레코드 정렬, 차트와 리포트로 데이터 표시, 파일 간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사용자 설정 솔루션을 생성하여 
FileMaker Pro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능을 알게 됩니다. 

둘러보기에 접근하려면 도움말 메뉴 > 제품 설명서 >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FileMaker 빠른 시작을 사용합니다(16페이지의 “파일 열기” 참조).

시작 솔루션
FileMaker Pro는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제작을 빠르게 시작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시작 솔루션(데이터베이스 템플릿 파일)을 포함합니다. 시작 솔루션은 가장 새로운 FileMaker Pro  
기능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시작할 때마다 요구사항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시작  
솔루션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파일을 열 때 시작 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16페이지의 “파일 열기” 참조).

다음 FileMaker 웹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 팁 및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filemaker.com

추천 자료
다음은 FileMaker Pro의 특정 작업 수행 방법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설명서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가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여 개발된 경우 레이아웃 대상체에  
대해 사용자화된 메뉴 또는 툴팁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능에 대한 개요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유형 추천 자료 

데이터 입력 사용자 이 설명서의 제 2장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시작한 다음 시간에 따라  
개선해가려는 중소 기업 경영주  
또는 교육자

이 설명서의 제 3장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능이 추가되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1 이 설명서의 모든 장

1 고급 주제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 참조

1 FileMaker ODBC 및 JDBC 가이드와 FileMaker SQL 참조

새로운 FileMaker Pro 사용자 1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의 설치 및 새로운 기능 설명서

1 이 설명서의 모든 장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사
용자

1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의 설치 및 새로운 기능 설명서

1 이 설명서의 제 7장 “FileMaker Pro 11 이전 버전에서 데이터베이스 변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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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개요
다음은 FileMaker Pro 기능의 개요입니다.

간단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생성하기
FileMaker Pro로 고객 정보용과 같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거나, 관계 및 여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련 번호 또는 ID 번호와 같은 하나의  
공통 값을 기반으로 두 테이블을 관련짓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파일의 단일 테이블로, 단일 파일의 여러 테이블로 또는 여러 파일의 여러 테이블로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기업, 교육 및 개인용 목적으로 디자인된 시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은 필요
에 따라 빠르게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 3장,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데이터 표시, 입력 및 프린트하기
FileMaker Pro 레이아웃은 데이터를 보고 프린트하고 리포트하고 찾고 입력하기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레이아웃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표시하기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요약을 리포트하고, 메일 레이블을  
프린트하고, 차트에 그래픽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웹 브라우저 또는 터치 장비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하기 위해 별도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데이터나 다른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해당 변경사항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이아웃에 있는 같은 필드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포털과 함께  
여러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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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필드, 필드 레이블을 선택, 정렬 및 수정하고 리포트를 생성하며, 버튼을 추가하여  
스크립트를 시작하고 그래픽 및 텍스트를 추가하고 프린트 옵션을 지정합니다. 

사용자의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웹 뷰어를 
추가하여 레이아웃에서 웹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데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에서 다른 레이아웃 유형을 선택합니다. 컴퓨터나 iPad의 데이터  
입력 화면 표시 또는 영업 총계 리포트 프린트 또는 메일 레이블과 같은 데이터 포맷 지정과 같이  
여러 목적을 위해 이렇듯 다른 레이아웃 유형을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추가로 각 레이아웃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73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찾기, 정렬하기 및 대치하기
데이터 찾기, 정렬하기 및 대치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도시의 주소나 특정 날짜에 입력된 레코드와 같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윈도우를 열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보거나 프린트하기 위해 다른 순서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순으로,  
번호순으로, 날짜별 또는 사용자 설정 순서별로 필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Steve Williams
789 Ninth Avenue
New York, NY 10001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레이아웃으로 다르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Juanita Alvarez555-1234
Michelle Cannon555-1234
Andre Common555-1234
Marie Durand555-1234
Jean Durand555-1234
William Johnson555-1234
John Lee555-1234
Patrick Murphy555-1234
Le Nguyen555-1234
Kentaro Ogawa555-1234
Mary Smith555-1234
John Smith555-1234
Sophie Tang555-1234
Steve Williams555-1234
Betty Wilson555-1234

연락처

Sophie님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의  
거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도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고객님이 구매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hn Lee 드림

성으로 정렬된 고객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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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찾고 대치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여러 필드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여 대치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의 찾기 세트를 스냅샷 링크로 저장하여 해당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31페이지의 “레코드 찾기”, 43페이지의 “레코드 정렬하기” 및 42페이지의 “데이터 찾
기 및 대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
계정 및 권한 범위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보고 수행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보호된 파일을 열려는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각 계정은 계정 이름과 암호 
(일반적으로)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계정 정보를 지정할 수 없는 사용자는 보호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권한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접근 수준을 지정합니다. 각 계정은 권한 범위를  
지정하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파일을 열 때 접근하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확장 권한은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거나 공유 파일을 열 수  
있는지와 같이 권한 범위에서 허용된 데이터 공유 옵션을 결정합니다.

해당 파일의 스키마(테이블, 레이아웃, 스크립트 및 값 목록)에 참조를 생성하기 위해 다른 
FileMaker Pro 파일에 권한을 부여하여, 파일을 지정된 버전보다 이전 버전의 FileMaker Pro, 
FileMaker Go! 또는 FileMaker Server로 열지 않도록 하여 파일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 6장,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작업 자동화하기
스크립트는 프린트 방향 설정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나 고객에게 사용자화된 메일 보내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구매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에게 감사 편지를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각각의 고객에게 사용자화된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스크립트가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하고 일시 정지하여 프린트 전에 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버튼 하나를 클릭하여 전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스크립트 단계의 목록에서 선택하고 옵션을 지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순서로 단계를 정렬하여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라도 
FileMaker Pro로 스크립트를 쉽게 관리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에  
스크립트를 보고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의 “스크립
트로 작업 자동화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스크립트 실행을 지정하도록 스크립트 트리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공유 및 교환하기
FileMaker Pro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편리합니다.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의 다른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Go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및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사용하여 FileMaker Pro 파일을 ODBC 및 JDBC 호환 응용 프로그램과 공유하거나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가 있는 경우 웹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된 데이터베이스를 발행하여 웹에서 공유하기 위해 FileMaker WebDirect를 사용하고 파일을 
FileMaker Server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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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른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Go 사용자는 동일한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네트워크 공유는  
최대 5명의 동시 사용자와 파일의 공유를 지원합니다. 

참고   더 많은 사용자와 XML, PHP, FileMaker WebDirect와 같은 웹 발행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FileMaker는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Microsoft Excel과 같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FileMaker Pro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레이아웃을 처음으로  
볼 때마다 반복 가져오기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가져오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30페이지의 “반복 가져오기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공유 및 교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 5장, “데이터 공유 및 교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하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및 Adobe PDF 파일과 같은 다른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FileMaker Pro가 없는 사용자에게 해당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에 자동으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30페이지의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제 2 장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이 장에서는 다음 작업 방법의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1 파일 열기, 닫기 및 저장하기

1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 생성하기

1 필드에서 데이터 추가 및 편집하기

1 다른 조건을 사용하여 레코드 찾기

1 찾기 세트에서 레코드 제외하기

1 데이터 찾기 및 대치하기

1 데이터 정렬하기

1 데이터, 스크립트, 테이블과 필드 정보 및 관계형 그래프 프린트하기

1 스크립트 사용하기

FileMaker Pro 사용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부 절차는 단축키 메뉴 사용을 참조합니다. 단축키 메뉴(빠른 메뉴)를 표시하려면 대상체  
또는 영역을 오른쪽 클릭이나 Control-클릭하여 명령 목록을 봅니다. 제어판(Windows) 또는 시스템 
환경설정(OS X)을 사용하여 마우스, 트랙패드 또는 입력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에 보조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및 레코드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구성, 업데이트, 정렬,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프린트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의 
모음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직사각형 테이블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스프레드시트와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 해당 필드 및 필드와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스키마가 함께 결합된 정보의 모음입니다.

특정 작업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업무 생산성 도구에 더 적합합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계산해야 하지만 여러 포맷으로 나타내고 분석하지는 않는 사업 원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비량과 손실를 추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고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하는 재고 관리와 같은 작업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방법으로 재고 정보에 대해 정렬하고 보고하여 사용자는 항목 유형별,  
판매 수치별, 월 소비량별 등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주소록 또는 문서 보관함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의 예입니다. 주소록과 문서 보관함의  
경우, 손쉬운 검색을 위해 구성된 비슷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문서 보관함의 경우, 성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FileMaker Pro에서 연락처 및 
주소를 저장하여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 도시, 성으로 정보를 정렬하거나  
이 세 가지 필드 모두를 사용하여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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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시스템은 여러 관련 테이블, 여러 레이아웃 및 계산된 필드가 있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의 
예제입니다.

특정 월에 대한 청구서만 보기와 같은 데이터의 하위 세트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중요성를 이해하도록 정보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데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합니다.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기본입니다. 필드는 사용자가 레코드에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  
계산 및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름, ID 및 전화번호와 같이 레코드에 있는 각 정보는 필드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하나의 제목이나 활동에 관해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의 한 레코드에 있는 필드들은 한 고객에 대한 주소  
정보를 포함합니다. 테이블은 또한 해당 테이블을 기반으로 레코드의 구성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고객의 이름, 주소 및 전화와 팩스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 파일 한 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여러 파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파일은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고 관련 주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도 함). FileMaker Pro의 관련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과 테이블 
사이에 정보를 연결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서 어떤 고객이 특정 품목을 구입했는지 보여줄 수 있고 관련 테이블에서는  
지불한 금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B C

Michelle Cannon
123 4th St. SW
Edmonton
(717) 555-0011

CAN N4V 1LN

레코드

필드

주소록은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합니다

청구서 테이블

002고객 ID 

Andre Common고객 이름 

818-555-1234전화번호

제품 ID 제품

FB3

가격

바게트 \4,500
FB14 크로아상 \4,500

12345청구서 ID 

FB3제품 ID 

바게트제품

\4,500가격

002고객 ID 

Andre Common이름

818-555-1234전화번호

제품 테이블고객 테이블

34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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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어 해당 레코드가 속한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필드에 입력할 수 있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오거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FileMaker Pro가 아닌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FileMaker Pro 파일에서 해당 데이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열기

FileMaker Pro를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파일 열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FileMaker Pro 파일을 이중 클릭합니다. 

1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1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고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빠른 시작 화면이 
보이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FileMaker 빠른 시작을 사용하여 파일 열기”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FileMaker Pro를 이미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열기:

1. 파일 메뉴 > 열기를 선택합니다. 

비결   파일 메뉴 > 최근 열기 또는 파일 메뉴 > 즐겨찾기 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파일 열기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3. 계정 이름 및 암호를 요청 받는 경우 암호 대화상자에 입력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FileMaker 빠른 시작을 사용하여 파일 열기:

1. 빠른 시작 화면을 나타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FileMaker Pro를 시작합니다.

1 FileMaker Pro를 실행 중인 경우 또는 FileMaker Pro를 시작하고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도움말 메뉴 > 빠른 시작 화면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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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3. 파일을 이중 클릭하여 엽니다. 

FileMaker Pro 빠른 시작 화면은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파일 열기 외에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빈 FileMaker Pro 파일을 생성하여 디자인합니다. 55페이지의 “FileMaker Pro 파일 생성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1 데이터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포맷(예: Microsoft Excel)의 파일을 변환합니다.  
133페이지의 “새로운 FileMaker Pro 파일로 데이터 파일 변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FileMaker, Inc.에서 제공한 미리 디자인된 비어있는 시작 솔루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생성합니다. 
55페이지의 “FileMaker Pro 파일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통해 작업합니다. 9페이지의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FileMaker Pro 빠른 시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공유 중인 파일 열기:

1. 파일 메뉴 > 원격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원격 파일 열기 대화상자에서 호스트 목록에 대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을 보려면 해당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에서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또는 네트워크 파일 경로에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  fmnet:/hostIPaddress/fileName)

4. 열기를 클릭합니다.

Windows: FileMaker 네트워크 공유가 호스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정 이름,  
암호 및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 작업

빠른 시작 화면의 중앙에 있는  
상자에서 최근 파일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열어 본 FileMaker Pro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최근 파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편집 메뉴 > 기본 설정(Windows) 또는 FileMaker Pro 메뉴 >  
환경설정(OS X)을 선택하고 최근 열어본 파일 보기를 선택하여 목록에  
표시하려는 최근 파일의 수를 나타내는 1부터 30까지의 값을 입력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을 제거하려면 파일 메뉴 >  
최근에 사용한 파일 열기 > 최근 파일 지우기를 선택하십시오.)

빠른 시작 화면의 중앙에 있는  
상자에서 즐겨찾기 파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즐겨찾기로 표시한 FileMaker Pro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원격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클릭합니다.

원격 컴퓨터에 저장된 FileMaker Pro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탐색을 클릭합니다. 열려는 로컬 또는 원격 파일을 찾습니다.

선택 표시

즐겨찾는 호스트 이전에 즐겨찾기로 추가한 호스트

로컬 호스트 TCP/IP 서브넷의 FileMaker Pro 호스트

LDAP으로 나열된 호스트 지정된 LDAP 서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FileMaker Pro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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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일반 환경설정에서 최근 열어본 파일 보기가 선택된 경우 최근에 접근했던 파일이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에 나타납니다(파일 메뉴 최근에 사용한 파일 열기를 선택하거나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에서 최근 파일을 클릭).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의 즐겨찾기 파일목록에 로컬  
또는 원격 파일 추가하기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파일을 열어 공유하려면 125페이지의 “파일 공유 활성화 및 파일 호스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Windows에서 생성된 FileMaker Pro 파일을 OS X을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열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사이에서 파일을 이동하려는 경우 파일 이름에 .fmp12 확장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일 이름 확장자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경우 관련 파일 및 외부 스
크립트가 있는 파일에 대해 FileMaker 데이터 원본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1 파일 옵션 대화상자의 열기 탭에서 파일의 기본 계정 이름 및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열 때 자동으로 특정 계정 및 암호를 사용하여 
(지정된 경우)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열고 있는 파일이 호스트될 때 FileMaker Pro 윈도우의 왼쪽 하단에 아이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호스트로의 연결에 대한 보안 레벨을 나타냅니다.  아이콘은 연결이 암호화(SSL)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콘은 연결이 암호화(SSL)되어 인증서로 확인됨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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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마다 여러 윈도우 열기
파일마다 하나 이상의 윈도우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개별 윈도우에서 동일한  
레이아웃을 보거나 동일한 파일에서 다른 레이아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윈도우에서  
찾기 및 정렬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윈도우를 열려면 윈도우 메뉴 > 새로운 윈도우를 선택하십시오. 별도의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새로운 윈도우는 이전에 활성화된 윈도우와 동일한 레이아웃, 정렬 순서 및 찾기 세트를  
표시합니다. 

새로운 윈도우에서 다른 레이아웃을 보려면 레이아웃 막대의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거나 보기 메뉴 >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찾기에 대한 정보는 
31페이지의 “레코드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정렬에 대한 정보는 43페이지의 “레코드 정렬하
기”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윈도우 열기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모드에서 레코드를  
볼 수 있는  
원래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찾기 모드. 
동일한 찾기세트에서  
다른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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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및 파일 닫기
대부분의 Windows 및 OS X 응용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FileMaker Pro 윈도우 및 파일을 닫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닫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Windows: 문서 윈도우의 왼쪽 상단에 있는 문서 아이콘을 이중 클릭합니다.

1 Windows: 문서 윈도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상자를 클릭합니다.

1 OS X: 문서 윈도우의 왼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파일 메뉴 > 닫기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닫으려면 위의 절차를 사용하여 파일의 모든 열려 있는 윈도우를 닫습니다.

참고   파일을 닫는 경우라도 다른 파일의 윈도우가 해당 파일에서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면  
가려진 파일로 계속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윈도우가 닫으려고 시도한 파일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모든 종속된 윈도우를 닫을 때  
파일을 닫습니다. 

파일 저장하기 
기본적으로 FileMaker Pro는 작업할 때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명령이 없습니다. 레코드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을 더 많이 통제하려는 경우 각 레이아웃마다 
개별적으로 자동으로 레코드 변경사항 저장 옵션(레이아웃 설정 대화상자에 있음)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의 사본을 백업으로 저장하거나 데이터가 없는 파일의 복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포맷이 아닌 파일의 사본을 저장하려면 129페이지의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광범위하게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항상 파일의 사본을 저장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또는 필드 선택 대화상자)에서 필드를 삭제한 후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거나  
레코드 삭제 또는 모두 삭제 명령을 사용하여 레코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파일의 사본 저장하기:

1. 저장하려는 파일을 활성 파일로 만들고 파일 메뉴 > 복사본 별도 저장을 선택합니다.

2. 하드 디스크에서 사본을 저장하려는 위치를 찾습니다.

3. 파일 이름(Windows) 또는 별도 저장(OS X)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4. Windows: 유형으로 저장의 경우 FileMaker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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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Windows) 또는 유형(OS X)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고   외부에 저장되는 컨테이너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의 사본이 있는 경우 자체 포함된  
복사본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파일 복사 및 축소 복사 옵션은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들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필드에 우선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FileMaker Pro가 저장하지 않는 사항
FileMaker Pro는 파일의 상태에 대한 변경사항이 파일을 여는 동안 적용한 유일한 변경사항인 경우 
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되지 않는 몇 가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레코드 또는 레이아웃 표시하기

1 레코드 정렬하기 또는 정렬 순서 수정하기

1 찾기, 모든 레코드 보기, 레코드 제외와 같은 찾기 작업 수행하기 또는 찾기 요청 수정하기

1 윈도우 위치 및 크기 변경하기 또는 새로운 윈도우 열기

1 상태 도구 막대 보기 또는 가리기

1 눈금자 표시 설정 변경하기

1 측정 단위 변경하기

예를 들어, 파일을 열고 레코드를 정렬한 다음 파일을 닫는 경우 FileMaker Pro는 정렬 순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고 레코드를 정렬한 다음 파일을  
닫는 경우 FileMaker Pro는 새로운 레코드뿐만 아니라 정렬 순서를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선택 작업

현재 파일 복사 테이블, 필드 정의, 레이아웃, 스크립트, 페이지 설정 옵션 및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파일을 복제합니다. 파일에 광범위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소 복사(작게) 파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회수하여 전체 파일을 보다 적은 디스크 공간으로  
압축합니다. 많은 레코드를 자주 편집하는 경우 축소 복사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론(레코드 없음) 데이터 없이 파일의 테이블, 필드 정의, 레이아웃, 스크립트 및 페이지 설정 옵션을  
저장합니다. 파일 스키마의 템플릿이 필요할 때 클론을 만듭니다. 

자체 포함된 복사본 
(단일 파일)

파일 참조로 저장되거나 파일의 컨테이너 필드에 포함된 (공개 및 안전 저장 장치  
모두에서) 외부에 저장되는 모든 컨테이너 데이터가 있는 현재 파일의 사본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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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정보
탐색, 찾기, 레이아웃 또는 미리보기 모드로 FileMaker Pro의 데이터를 작업합니다. 보기 메뉴  
또는 문서 윈도우 하단의 모드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도구 막대 사용하기
상태 도구 막대는 많은 FileMaker Pro 메뉴 명령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드에 레이아웃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탐색 도구, 사용자화할 수 있는 버튼 및 레이아웃 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 레이아웃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를 버튼 위로 이동하여 설명을 봅니다.  
상태 도구 막대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도구 막대의 버튼은 속한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의 대상체를 포맷 지정하고 편집할 때 정보 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1페이지의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대상체 포맷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도구 막대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보기 
FileMaker Pro는 각 레이아웃마다 형식, 목록 및 테이블의 세 가지 보기를 제공합니다. 보기를 변경할 
때 일시적으로 레코드 표시 또는 프린트 방법을 변경합니다.

사용하는 모드 작업

탐색 모드 한 파일에서 데이터를 작업합니다. 레코드를 추가, 보기, 변경, 정렬, 제외(가리기)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탐색 모드는 데이터 입력과 같은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찾기 모드 조건 세트가 일치하는 특정 레코드를 찾습니다. 그러면 찾기 세트라고 하는 레코드의 하위  
세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그룹을 찾은 후에 FileMaker Pro가 탐색 모드로 돌아가므로 
레코드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 화면이나 프린트된 리포트, 레이블 및 형식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입력 
또는 청구서나 봉투 프린트하기와 같은 특정 작업에 대한 레이아웃을 디자인합니다. 필드와 다
른 대상체를 선택하고 정렬하여 기존 레이아웃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미리보기 모드 프린트하기 전에 형식이나 리포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봅니다. 미리보기 모드는 
(메일 레이블과 같이) 여러 열이 있는 레이아웃과 요약이 있는 리포트를 보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모드 팝업 메뉴

상태 도구 막대  레이아웃 막대
포맷 도구 막대

레코드 보기 탐색 모드 또는 찾기 모드에서 실행 방법

개별적으로 보기 메뉴 > 형식으로 보기를 선택하거나 레이아웃 막대에서 형식 보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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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동일한 레이아웃을 세 가지 보기로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보기 메뉴 > 목록으로 보기를 선택하거나 레이아웃 막대에서 목록 보기 를  
클릭합니다.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테이블
에서

보기 메뉴 > 테이블로 보기를 선택하거나 레이아웃 막대에서 테이블 보기 를  
클릭합니다. 각 행은 레코드를 표시하고 각 열은 필드를 표시합니다.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테이블의 데이터로 작업하기에 관한 정보는  
29페이지의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보기 탐색 모드 또는 찾기 모드에서 실행 방법

형식 보기

목록 보기

테이블 보기

현재 레코드

한 행은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필드 레이블 

필드 레이블

필드 레이블 

현재 레코드 

현재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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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레코드 선택하기
탐색 모드에서 테이블은 각각의 윈도우에 한 번에 하나의 현재(활성 또는 선택된) 레코드를  
갖습니다. 레코드 이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4페이지의 “레코드 이동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포털에서 관련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포털 행을 선택합니다(행에서 필드 바깥쪽을 제외한 행 안쪽  
클릭).

관련 레코드 및 포털에 관한 정보는 제 4장, “관련 테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이동하기
한 레코드에서 다른 레코드로 이동하려면 상태 도구 막대에서 책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현재 레코드

형식 보기 표시하고 있는 레코드. 다른 레코드를 선택하여 현재 레코드로 만들려면 다른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목록 보기 다른 레코드로부터 다른 채우기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 다른 레코드를 선택하여 현재  
레코드로 만들려면 해당 레코드를 클릭하거나 상태 도구 막대에서 제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레코드는 왼쪽에 단색 세로 막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보기 레코드 왼쪽에 있는 레코드 여백에 강조되어 있는 레코드. 다른 레코드를 선택하여 현재  
레코드로 만들려면 해당 레코드를 클릭하거나 상태 도구 막대에서 제어를 사용합니다. 

관련 레코드를 선택하려면  
포털 행 안쪽을 클릭합니다

포털

슬라이더

현재 레코드 번호  테이블에서 레코드 수책
빠른 찾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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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스크롤 휠을 사용하여 레코드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레코드 보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추가 및 복제하기
레코드를 추가 또는 복제할 때 FileMaker Pro는 현재 테이블 끝에 새로운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탐색 모드에서 현재 레코드 뒤에 또는 찾기 세트(찾기 요청으로 활성화된 레코드 세트)에서 마지막 
레코드 뒤에 새로운 레코드가 보입니다.

1 레코드가 정렬되어 있는 경우 레코드를 커밋할 때 기본적으로 새로운 레코드가 정렬 순서의  
올바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이 설정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레코드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레코드는 찾기 세트에서 마지막 레코드 뒤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정보는 43페이지의 “레코드 정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파일이 잠겨 있거나 쓰기 보호되어 있거나 레코드를 생성하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FileMaker Pro는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복제하지 않습니다.

필드가 자동으로 필드 값을 입력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레코드에 입력된 해당 값이  
보입니다. 66페이지의 “자동 데이터 입력 정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레코드에 값을 입력하거나 변경하려면 28페이지의 “필드에 데이터 입력 및 변경하기”를 참
조하십시오.

이동 방법

현재 테이블에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 

책의 오른쪽 페이지를 클릭하거나 레코드 메뉴 > 레코드로 이동 > 다음을  
선택합니다.

현재 테이블에서 이전 레코드로  
이동 

책의 왼쪽 페이지를 클릭하거나 레코드 메뉴 > 레코드로 이동 > 이전을  
선택합니다.

특정 레코드로 빠르게 이동 1 현재 레코드 번호를 클릭하고 원하는 레코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 
Enter(Windows) 또는 Return(OS X)을 누릅니다.

1 현재 레코드가 선택되어 있으면 Esc를 누르고 레코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  
Enter 또는 Return을 누릅니다.

1 레코드 메뉴 > 레코드로 이동 > 이동을 선택한 다음 레코드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레코드 빠르게 이동 슬라이더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앞뒤로 이동합니다.

목록 보기 또는 테이블 보기에서  
레코드 이동

윈도우의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막대를 사용합니다.

알고 있는 고유한 값이 있는  
레코드로 이동

31페이지의 “레코드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모드에서 실행 방법

새로운 빈 레코드 추가 탐색 모드에서 상태 도구 막대의 새로운 레코드를 클릭합니다. 하나의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빈 레코드가 보입니다. 

기존의 레코드와 같거나 비슷한  
데이터로 레코드 빠르게 추가

복제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레코드 메뉴 > 레코드 복제를  
선택합니다. 

관련 레코드 추가 및 복제 26페이지의 “관련 레코드 추가 및 복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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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레코드 추가 및 복제하기
관련 테이블의 레코드와 함께 작업 중인 경우 현재 테이블에서 레코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레코드를 관련 테이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계가 관련 레코드의 생성을 허용하도록 정의되어 있는 경우 현재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테이블이 쓰기 보호된 파일에 있거나 레코드를 생성하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FileMaker Pro는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복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17페이지의 “관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추가 및 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모드에서 실행 방법

현재 테이블에 레코드 생성 상태 도구 막대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클릭합니다.

관련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 1 관련 필드가 포털에 있는 경우 포털의 마지막(비어 있는) 행에서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레코드를 커밋합니다(예: 레코드 바깥을 클릭하거나 다른 
레코드 선택).

1 관련 필드가 포털에 있지 않은 경우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레코드를  
커밋합니다(예: 레코드 바깥을 클릭하거나 다른 레코드 선택).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는  
레코드 복제

포털에 선택된 레코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레코드 메뉴 > 레코드 복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관련 테이블의 레코드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포털에 관련 레코드 복제 포털에서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 레코드 메뉴 > 레코드 복제를 선택합니다.

품목명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가 있는  

포털
포털의 마지막 행에  
입력하여 관련 레코드를 
품목명 테이블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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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삭제하기
레코드를 삭제할 때 해당 레코드에 있는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지웁니다. 

중요사항   삭제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으며 레코드 삭제 동작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하고 있고 관계 편집 대화상자에서 관련 레코드를 삭제하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FileMaker Pro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관련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참고   파일이 잠겨 있거나 쓰기 보호되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레코드나 필드를 편집할 권한이 없는 
경우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필드 선택하기

삭제 항목 탐색 모드에서 실행 방법

하나의 레코드 삭제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상태 도구 막대에서 레코드 삭제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관련 레코드 행의 안쪽에서 행에 있는 필드 바깥을 클릭하여 현재 테이블에서 포털 행을 선택합니다.  
상태 도구 막대에서 레코드 삭제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참고   관련 레코드를 삭제하려면 포털 설정 대화상자에서 포털 레코드 삭제 허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코드 그룹 찾기 세트가 삭제하려는 레코드만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31페이지의 “레코드 찾기”  
참조) 레코드 메뉴 > 찾은 레코드 삭제를 선택한 다음 모두 삭제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상태 도구 막대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거나 레코드 메뉴 > 모든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레코드 메뉴 > 모든 레코드 삭제를 선택한 다음 모두 삭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

레코드가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를 생성합니다. 20페이지의 “파일 저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또는 찾기 모드에서 실행 방법

필드 선택 해당 필드를 클릭합니다.

필드의 콘텐츠 선택 해당 필드를 선택한 다음 편집 메뉴 >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탭 순서에서 다음 필드로  
이동합니다.

Tab을 누릅니다.

참고   다음 필드로 이동하기 위해 Return 또는 Enter 키를 설정하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동작 영역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다음 대상체로 이동에 대해 
필드를 종료하는 데 사용하려는 키를 선택합니다.

버튼, 팝오버 버튼, 탭 제어 및 슬라이드 제어는 탭 순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에 있지 않은 탭 패널 또는 슬라이드 패널의 필드를 건너뜁니다.

탭 순서에서 이전 필드로  
이동합니다.

Shift-Tab(또는 활성되어 있는 경우 Shift-Return이나 Shift-Enter)을 누릅니다.

값 목록에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제 2 장  |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28

필드에 데이터 입력 및 변경하기
필드 유형에 대해 제한된 최대 문자 수까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드 경계에  
맞는 데이터만 보고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leMaker Pro가 시스템 포맷을 사용하여 날짜, 시간 및 숫자를 표시하고 정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모드에서 필드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

텍스트 필드에 데이터 입력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참고   자동 완성으로 설정된 필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이  
보입니다.

숫자 필드에 데이터 입력 값을 입력합니다(10400 ~ 10-400).

날짜 필드에 데이터 입력 필드에서 한 행에 하나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하이픈) 또는 /(슬래시) 같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구분되는 일, 월 및 연도를 숫자로 입력합니다(예: 2014/3/3) 

참고   :(콜론)을  날짜 구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사항   2자리 연도로 된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 FileMaker Pro는 도움말에서  
설명된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4자리 연도로 된 날짜로 변환합니다. 변환 중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항상 4자리 연도로 된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숫자 또는 텍스트 필드에 
현재 날짜 입력

삽입 메뉴 > 현재 날짜를 선택합니다.

가능한 경우 드롭다운 캘린더를 사용하여 날짜를 선택합니다.

시간 필드에 데이터 입력 다음과 같이 하루의 시간(또는 시간 구간) 입력:

1 시간

1 시와 분

1 시, 분 및 초

1 시, 분, 초 및 밀리초

다음과 같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시간, 분 및 초 구분: (콜론). 

다음으로 밀리초 구분: (마침표).

오전 또는 오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24시간제 또는 12시간제 포맷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오전은 12:00보다 이른 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시간, 숫자 또는 텍스트 필드에 
현재 시간 입력

삽입 메뉴 > 현재 시간을 선택합니다.

타임스탬프 필드에  
데이터 입력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예: 2014/10/10 오후 3:15:05). -(하이픈) 또는 /(슬래시
) 같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구분되는 일, 월 및 4자리의 연도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참고   :(콜론)을 날짜 구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하루의 시간 입력:

1 시와 분 

1 시, 분 및 초

1 시, 분, 초 및 밀리초

1 시간이 24시간 포맷이 아닌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입력

다음과 같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시간, 분 및 초 구분 :(콜론). 

타임스탬프 필드에 현재 시간과 
날짜 입력

삽입 메뉴 > 현재 시간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경우 드롭다운 캘린더를 사용하여 날짜를 선택합니다.

필드에 탭 문자 삽입 탭을 삽입하려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Ctrl+Tab(Windows) 또는 Option-Tab(OS X)을 
누릅니다.

필드에서 데이터 삭제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백스페이스 또는 Delete를 누릅니다.

컨테이너 필드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PDF 또는  
다른 유형의 파일 삽입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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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작업하기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를 작업하여 필드 정의를 빠르게 생성 및 변경하고, 레코드를 추가, 수정 및  
삭제하며, 동적 리포트를 생성하고, 빠른 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별도의 행에  
각 레코드를, 별도의 열에는 각 필드를 표시합니다.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려면 탐색 모드에서 작업 중일 때 레이아웃 막대에서  
테이블 보기 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표시하기
테이블 보기에서 보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값 목록(라디오 또는 옵션 버튼, 
체크상자, 목록 또는 메뉴로  
포맷이 지정된 필드)에 데이터  
추가

정보는 88페이지의 “체크상자 세트 및 레이아웃의 기타 제어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에서 텍스트의 영문 철자  
편집, 포맷 지정이나 검사 또는 
사전 편집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모드에서 필드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

작업 방법

열 재정렬 열 머리말을 클릭하여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열 크기 조절 포인터를 열 머리말의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 )로  
변경되면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합니다.

정확한 열 너비 설정 하나 이상의 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하고 단축키 메뉴에서 테이블 보기 >  
열 너비 설정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서 너비를 입력하고 목록에서 단위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배경 색상 변경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하고 단축키 메뉴에서 부분 색상을  
선택한 다음 색상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레코드 추가를 위한 행과 새로운 필드 추가를 
위한 열의 색상은 주 배경 색상보다 약간 더 어두울 것입니다.

레코드 대체를 위한  
다른 배경 색상 표시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대체 색상 단축키 메뉴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기본 표시 설정 복원 열 머리말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하고 단축키 메뉴에서  
테이블 보기 >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테이블 보기를 재설정하면 필드와 레코드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열 제목. 각 열은 현재    
레이아웃에서 하나의 
필드를 표시합니다. 

활성 레코드 

레코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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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보기에서 레코드 작업하기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볼 때 FileMaker Pro는 행과 열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각 행은 레코드를  
표시하고 각 열은 필드를 표시합니다.

참고   필드를 정의할 때 또는 나중에 유효성 검증 및 인덱스와 같은 필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6페이지의 “필드 옵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작업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탐색 모드에서 실행 방법

새로운 레코드 추가 테이블의 하단에 있는 왼쪽 여백에서 +를 클릭합니다. 레코드가 정렬되어  
있지 않거나 레코드 정렬 대화상자에서 정렬 순서로 레코드 유지가 지워진  
경우 테이블 끝에 새로운 행이 추가됩니다.

필드에 데이터 입력 필드 안을 클릭하고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8페이지의 “필드에 데이
터 입력 및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작업하면서 변경사항을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에서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레이아웃 막대에서 형식 보기  또는 목록 보기 를 클릭합니다.

레코드 복제 복제하려는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단축키  
메뉴에서 레코드 복제를 선택합니다.

레코드 삭제 삭제하려는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단축키  
메뉴에서 레코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레코드에서 데이터 복사 복사하려는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단축키  
메뉴에서 레코드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되고 탭으로 구분된 데이터를  
필드나 Microsoft Excel로 붙이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필드로 레코드 정렬 열 머리말을 선택하고 옵션으로 추가 머리말을 Shift-클릭합니다. 선택된  
열 머리말 중 하나를 오른쪽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합니다. 정렬 아이콘이 정렬 설정(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나타내면
서 열 머리말에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한 경우 열이 선택된 순서가 
정렬 순서를 결정합니다.

값 목록으로 정렬을 선택한 다음 하위 메뉴에서 값 목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3페이지의 “레코드 정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리포트 생성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빠른 리포트를 생성하여 필드로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필드에 대한 소계를 표시하거나 데이터의 각 그룹에  
대한 소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빠른 차트 생성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필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이블 보기에서 차트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파일이나 
Adobe PDF 파일로 저장 또는 레코드의 
현재 찾기 세트를 스냅샷 링크로 저장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레코드 다음으로 저장/보내기 
단축키 메뉴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레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메일 메시
지 보내기

레코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단축키 메뉴에서  
메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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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찾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레코드를 찾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탐색 모드에서 빠른 찾기 수행(31페이지의 “탐색 모드에서 빠른 찾기 수행하기” 참조)

1 찾기 모드에서 찾기 요청(32페이지의 “찾기 모드에서 찾기 요청하기” 참조)

탐색 모드에서 빠른 찾기 수행하기
탐색 메뉴에서 레이아웃이 빠른 찾기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탐색 모드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에 있는 여러 필드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찾기는 검색 중인  
데이터가 여러 필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필드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레이아웃이 빠른 찾기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으면 빠른 찾기에 지원되는 모든 필드(병합 필드 포함)가 
검색에 포함되도록 설정됩니다. 빠른 찾기는 검색 요약, 컨테이너 또는 전역 필드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빠른 찾기에 대해 레이아웃을 활성화하려면 32페이지의 “빠른 찾기 구성 및 활성화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빠른 찾기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느리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줄이 있는 계산이나 관련 또는 원격 데이터는 로컬이나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느리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찾기 수행하기

1. 탐색 모드에서 상태 도구 막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 상자에 하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합니다.

2. Enter(Windows) 또는 Return(OS X)을 누릅니다.

검색은 레이아웃의 빠른 찾기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필드를 포함합니다. 찾기 요청은  
레코드의 찾기 세트를 반환합니다. 상태 도구 막대에서 원형 차트 의 연한 녹색 영역은 표시된 
전체 레코드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빠른 찾기에서 지원되는 유일한 찾기 연산자는 일치 구문 연산자인 따옴표(" ")입니다.

1 검색 상자에 하나 이상의 단어를 입력하는 경우 FileMaker Pro가 입력한 모든 단어가 포함된  
레코드를 검색합니다.

최근 빠른 찾기 목록 보기

1. 탐색 모드에서 검색 상자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검색 기록 목록에서 검색 용어를 선택하여 빠른 찾기를 수행합니다.

1 최근 검색 지우기를 선택하여 검색 기록을 제거합니다.

참고   최근 빠른 찾기 목록은 파일을 닫을 때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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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찾기 구성 및 활성화하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지원되는 필드의 선택된 레이아웃이 빠른 찾기 배지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보기 메뉴 > 보기 > 빠른 찾기를 선택합니다.

각 필드 옆에 작은 배지는 필드가 빠른 찾기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필드 옆에 빠른 찾기 배지가 없는 경우 필드는 빠른 찾기에 대해 지원되지 않거나 검색에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할 수 없습니다. 회색 배지 는 빠른 찾기에 대해  
레이아웃이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녹색 배지 는 필드가 검색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배지 는 필드를 검색할 수 있지만 녹색 배지가 있는 필드보다 검색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합니다.

3.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4. 동작 영역에서 빠른 찾기 필드 포함을 선택합니다.

5. 빠른 찾기를 활성화하려면 레이아웃 막대에서 레이아웃 설정 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설정  
대화상자에서 빠른 찾기 활성화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빠른 찾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찾기 모드에서 찾기 요청하기
찾기 모드에서 찾기를 수행하면 빈 레코드처럼 보이는 찾기 요청에 있는 필드에 조건(값 또는 찾을 
값)을 입력합니다. FileMaker Pro가 테이블의 데이터와 지정한 조건을 비교하여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검색합니다.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레코드는 찾기 세트가 되며, 찾기 세트는 탐색 중인 레코드의 하위  
세트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는 제외됩니다. 찾기 모드에서 찾기 세트를 제한하거나(좁히거나) 
확장할(넓힐) 수 있습니다.

찾기 세트에 있는 레코드만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레코드의 데이터를 보기,  
편집, 요약 계산, 정렬, 프린트, 삭제, 내보내기 또는 대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찾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윈도우를 열 수도 있습니다.

레코드의 찾기 세트를 저장하고 스냅샷 링크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요약 필드, 컨테이너 필드 또는 전역 저장 장치 옵션으로 정의된 필드에서 찾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찾기 목록에서 배지 는 검색 가능한 필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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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요청 만들기

1. 찾기 모드의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서 검색하려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하나 이상의 레이아웃에 대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찾기 요청에서 찾기에 사용할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또는 계산 필드를 선택한 다음 
필드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 입력에 도움이 필요하면 레이아웃 막대에서 삽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를  
클릭하여 특정 조건 세트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찾기 요청은 레코드의 찾기 세트를 반환합니다. 상태 도구 막대에서 원형 차트의 연한 녹색  
영역은 표시된 전체 레코드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검색하려는 필드가 
있는 레이아웃 선택  

필드에 찾기 조건 입력   

연산자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배지는 필드에서 검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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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요청 수행 중이나 후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및 문자 찾기
텍스트 필드에서 또는 텍스트 결과를 반환하는 계산 필드에서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구문 및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검색하지 않으면 필드가 지정한 값 뿐만 아니라 다른 값을 포함할 수 
있고 값은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 시설이라는 필드에 호텔을 입력하면 호텔, 
호텔 할인 및 호텔, 고급에 대한 레코드를 찾습니다. 

작업 방법

찾기 작업이 끝나기 전에 작업을 취소하고  
변경되지 않은 이전의 찾기 세트로 두기

Esc(Windows) 또는 2-마침표(OS X)를 누릅니다.

찾기 요청 수행 후에 조건 변경 또는 다듬기 41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찾은 항목 보기, 반복하기 또는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찾기 세트 범위 좁히기 39페이지의 “찾기 세트 제한하기(좁히기)”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찾기 세트의 범위 넓히기 40페이지의 “찾기 세트 확장하기(넓히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레코드 다시 보기 찾기 모드에서 레코드 메뉴 > 모든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찾기 모드에서 요청 메뉴 > 모든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찾기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레코드 보기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찾기 세트를 좁히지 않으면 FileMaker Pro가 항상 지정한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검색합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찾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윈도우를 엽니다.

윈도우 메뉴 > 새로운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예제

특정 로마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일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필드와 함께 동작)

문자 Chris Smith는 Chris Smith,  
Smith Chris, Chris Smithson 및  
Smith Christenson을 찾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또는  
간지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 과 * 사이의 문자 =小田*는 小田, 小田山 및 小田川을  
찾습니다.

단어의 첫 번째 문자일 때  
일치하는 구문 또는 일련의 문자 
(단어 시작에서 구문 일치)

공백과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따옴표(") 사이의 리터럴 텍스트 
(문자)

"Marten and Jones Interiors"는 
Jones and Marten Interiors가 아니라 
Marten and Jones Interiors를  
찾습니다.

", Ltd." 는 이름에 ", Ltd."가 있는  
모든 회사를 찾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Spring”은 ColdSpring Harbor나 
HotSpring이 아닌 Springville을  
찾습니다.

하나 이상의 알 수 없는 또는  
변수 문자(임의의 한 문자)가  
있는 단어

각각의 알 수 없는 문자에 대해  
하나의 와일드카드 문자(@)

Gr@y는 Gray와 Grey를 찾습니다. 

@on은 Bron이 아닌 Don과 Ron을  
찾습니다.

텍스트 필드의 유효하지 않은 문자 ? 유효하지 않는 문자는 빈 문자로  
표시합니다.

참고   ? 문자를 찾으려면 "?"를 검색하
십시오.

텍스트 필드의 숫자 
(임의의 한 자리수)

각 자리수에 대한 # 문자 #은 30이 아닌 3을 찾습니다.

##은 3이나 300이 아닌 30을 찾습니다.

#3은 3이 아닌 53과 43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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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상의 알 수 없는 또는 변수 텍스트 
문자가 연속으로 있는 단어 
(0 이상의 문자)

 알 수 없는 모든 문자에 대해 * Jo*n은 Jon과 John을 찾습니다.

J*r은 Jr.와 Junior를 찾습니다.

*phan* 은 Phan과 Stephanie를  
찾습니다.

문장 부호나 공백과 같은 연산자 또는 
기타 비-영숫자 문자 

공백과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따옴표(") 사이의 리터럴 텍스트 
(문자)

"@"는 @(또는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찾습니다.

","는 쉼표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찾습니다.

"   "는 연속으로 세 개의 공백을  
찾습니다.

FileMaker Pro가 인식하는 찾기  
연산자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자: @, *, #, ?, !, =, <, >, "  
(escape 다음 문자)

\ 뒤에 특수 문자가 따라옴 \"Joey\"는 "Joey"를 찾습니다.

joey\@abc.net은 이메일 주소 
joey@abc.net을 찾습니다.

악센트 부호가 있는 문자가 있는 단어 공백과 문장 부호를 포함하여  
따옴표(") 사이의 리터럴 텍스트 
(문자)

"òpera"는 opera가 아닌 òpera를  
찾습니다.

(따옴표가 없는 òpera는 òpera와 
opera 모두를 찾습니다.)

일부 구문, 단어 또는 문자 시퀀스 
(모든 곳에서 구문 일치)

따옴표(") 사이의 문자, 문장 부호 
및 공백. *를 사용하여 더 긴  
텍스트 문자열의 중간에서  
이 텍스트를 찾습니다.

*"son & Phillips"는 Johnson & 
Phillips와 Paulson & Phillips를  
찾습니다.

지정한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 
(전체 필드 일치)

내용이 일치하는 필드에 대해  
==(두 개의 등호)

==John은 John Smith가 아닌 John을 
찾습니다.

==John Smith는 Smith, John나  
John Smithers가 아닌 John Smith를 
찾습니다.

지정한 전체 단어와 정확히 일치 
(전체 단어 일치)

= =Market은 Marketing이나 
Supermarket이 아닌 Market,  
Market Services와 Ongoing Market 
Research를 찾습니다.

=Chris =Smith는 Chris나 
Christopher Smithson이 아닌 
Chris Smith나 Smith Chris를  
찾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및  
간지 문자를 포함하는 단어 
(일본어로 인덱스된 필드 전용)

문자 京都는 京都,東京都 및 京都府를  
찾습니다.

히라가나/가타카나, 탁음/반탁음/ 
무성음 가나, 작은/일반 가나 및  
가나 유성음/무성음 반복 표시 사이에  
구분 없이 일본어로 인덱스된 필드의  
가나 문자

융통성 있는 검색을 위한 ~(틸드) 
및 문자

~は는 は, ば, ぱ, ハ, バ 및 パ를  
찾습니다.

정보의 범위 37페이지의 “정보의 범위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대/소문자 구분 텍스트 필드를 인덱스하기 위해 기본  
언어를 유니코드로 변경합니다.

참고   이 절차는 레코드가  
정렬하는 순서를 변경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red는 Fred가 아닌 fred를 찾습니다.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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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날짜, 시간 및 타임스탬프 찾기
찾기 요청의 조건을 입력할 때 숫자, 날짜, 시간 및 타임스탬프가 해당 필드 유형(또는 해당 필드  
유형을 반환하는 계산 필드)으로 입력되어야 찾을 때 올바른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의 “필드 유형 선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날짜로 작업할 때 혼란을 피하려면 항상 4자리 연도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 주제 “2자리 연도로 된 날짜의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예제

숫자 필드 또는 숫자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숫자

숫자 .50은 .5, .50과 $.50을 찾습니다.

숫자 필드에서 또는 부울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에서 부울 수

True 값을 찾으면 1

False 값을 찾으면 0

1은 1을 찾습니다.

0은 0을 찾습니다.

날짜 필드 또는 날짜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날짜

슬래시 또는 하이픈과 같이 유효한 
날짜 구분 문자로 분리된 숫자로 
된 날짜

2014/3/3은 2014/3/3, 2014년 3월  
3일 및 2014-3-3을 찾습니다.

날짜 필드 또는 날짜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오늘 날짜

// //는 2014년 4월 4일을 찾습니다 
(현재 날짜가 2014/4/4일 때).

시간 필드 또는 시간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시간

콜론으로 구분된 숫자로 된 시간 12:53:09는 12:53:09를 찾습니다.

타임스탬프 필드 또는 타임스탬프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타임스탬프

유효한 날짜 구분 문자로 분리된 
숫자로 된 날짜,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된 숫자로 된 시간

2014/3/3 오후 12:53:09는 2014/3/3 
오후 12:53:09를 찾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또는 계산된 날짜 또는  
시간 결과 

? ?는 날짜 필드의 다음 화요일이나 
2014/2/33 또는 시간 필드의 자정을 
찾습니다.

숫자 필드 또는 숫자 결과를 산출하는 
계산 필드의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숫자가 없는 필드)

? ?는 12나 twelve30이 아닌 twelve를 
찾습니다.

날짜 또는 타임스탬프 필드의  
요일에 대한 날짜

요일

참고   요일 검색 시 전체 또는  
짧은 요일 이름(예: 금요일 또는 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화요일에 발생하는 모든  
날짜를 찾습니다.

=목은 목요일에 발생하는 모든 날짜를 
찾습니다.

날짜, 시간 또는 타임스탬프 필드에서 
날짜나 시간 구성요소의 모든 유효값

* 또는 찾으려는 다른 구성요소는 
지정하는 반면에 구성요소를  
지정되지 않은 채로 둡니다.

*/3/3은 모든 연도에서 3월의 3번째  
요일을 찾습니다.

*:15는 모든 시간 15분 후 시간을  
찾습니다.

*/1/1 오후 7은 모든 연도에서 1월 1일 
오후 7시의 타임스탬프를 찾습니다.

참고   연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연도로 가정합니다. 3/3은 현재  
연도에서 3월의 3번째 요일을 찾습니다.

정보의 범위 다음 섹션 “정보의 범위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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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범위 찾기

값 찾기 사용할 연산자 예제

지정된 값보다 작음 < <40
<2014/9/7
<M

지정된 값보다 작거나 같음 <= 
또는 (OS X)

<=95129
05:00:00
<=M

지정된 값보다 큼 > >95129
<2014/9/7
>M

지정된 값보다 크거나 같음 >= 
또는 (OS X)

>=100
<=2014/9/7
8:00
M

지정한 범위 내 범위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숫자: 최소에서 최대 

1 날짜와 시간: 이전부터 최신까지

1 텍스트: 단어의 인덱스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  
단어까지(정렬 순서 아님)

.. 또는 ...  
(두 개 또는 세 개의 점)

12:30...17:30
2014/1/1..2015/6/6
A...M

날짜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2014년 6월 2014/6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014/7...2015/10

금요일에 발생합니다. =금요일

2014년 10월 또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날짜 포맷이 YYYY/MM/DD인 경우)

2014/{10..11}/{10..16}

메이지 시대의 일본 제국 연도에서 1868년과 1912년 사이의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m*/3/1

쇼와 시대의 일본 제국 연도에서 1930년과 1940년 사이의  
12월 31일에 발생합니다.

S{5..15}+12+31

시간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오후 4시를 포함하지 않고 오후 3시 오후 3시

오전 8시와 오후 8:59:59 사이 오전 8시..오후 8시

아침 오전

오후 4:30, 5:30, 6:30 시간 중 하나 오후 {4..6}:30

타임스탬프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오늘 3시에 // 오후 3시

2014년 5월의 7시에 2014/5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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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필드에서 데이터 찾기
포털이나 레이아웃에 직접 표시되는 관련 필드에 찾기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필드에서 찾기를 수행할 때 FileMaker Pro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과 일치하는 관련  
레코드를 가진 모든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종류 품목을 포털의 관련 레코드로 표시하는  
청구서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컴퓨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청구서를 찾으려면 포털에서  
품목 필드에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관련 필드에 대한 정보는 제 4장, “관련 테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레코드 제외에 대한 정보는 40페이지의 “일치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레코드 찾기”를 참조하십시
오.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은 필드 찾기

2015년의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2015 월

2015년 11월의 10일부터 16일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날짜 포맷이 YYYY/MM/DD인 경우)

2015 /11/{10..16} 오후 {3..5}시

필드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비어 있지 않음(데이터가 있는 필드) *

비어 있음 =

타임스탬프 찾기 필드에 입력하는 값

E154청구서 ID

Alvarez이름

품목 ID 품목
I100 컴퓨터
I202 책상
I153 램프
I229 책장
I448 의자

찾기 요청

E153청구서 ID

Tang이름

품목 ID 품목
I202 책상
I443 긴 테이블
I153 램프
I288 둥근 테이블
I100 컴퓨터

청구서 ID

이름

품목 ID 품목

컴퓨터

E152청구서 ID

Durand이름

품목 ID 품목
I384 회전 의자
I554 패널
I288 둥근 테이블
I100 컴퓨터
I448 의자

테이블의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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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값 찾기
하나 이상의 필드에 중복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레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하지 않은 모든 레코드를 찾은 다음 검사하여 사용할 레코드와 삭제할 레코드를 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복 레코드를 찾으려면 찾기 모드에서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여러 조건에 맞는 레코드 찾기
하나 이상의 조건을 사용하여 검색을 좁히거나 넓힐 수 있습니다.

논리적 AND 검색

검색을 좁히려면 필요한 만큼 많은 필드에 조건을 입력하여 특정 요청을 만든 다음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찾기 세트 제한하기(좁히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더욱 특정한 세부 내용을 찾아서 찾기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검색한 후에 검색을 좁혀서 영업부에서 Alvarez라는  
이름의 모든 직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찾기를 수행하여 영업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찾습니다.

FileMaker Pro는 탐색 모드에서 찾기 세트를 표시합니다.

2. 찾기를 클릭하고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을 좁힙니다(성 필드에 Alvarez 입력).

3. 요청 메뉴 > 찾기 세트 제한을 선택합니다.

찾기 세트는 이제 Alvarez라는 이름의 영업부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탐색 모드에서 찾기 세트를 빠르게 제한하려면 단축키 메뉴를 사용합니다. 필드 안을 클릭 
(또는 필드에서 일부 값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하고 찾기 세트 제한을 선택합니다.

논리적 OR 검색 

검색을 확장하려면 첫 번째 요청에서 조건을 입력합니다. 새로운 요청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조건 
(의 세트)을 입력합니다. 각각의 조건(의 세트)에 요청을 계속 추가한 다음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요청 메뉴의 요청으로 이동을 사용하거나 찾기 모드의 책을 클릭하여 여러 요청 사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

1 찾기 세트에서 뉴욕의 고객과 파리의 고객을 포함하려면, 첫 번째 요청에서 도시 필드에 뉴욕을  
입력한 다음 두 번째 요청에서 도시 필드에 파리를 입력합니다. 

1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와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를 포함하려면, 첫 번째  
요청에서 직원 수 필드에 >100을 입력한 다음 두 번째 요청에서 자본금 필드에 >100,000,000을 
입력합니다.

1 대수학의 6학년 학생과 기하학의 7학년 학생을 포함하려면, 첫 번째 요청에서 학년에 6을  
입력하고 과목에 대수학을 입력한 두 번째 요청에서 학년에 7을 입력하고 과목에 기하학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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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세트 확장하기(넓히기)

찾기 세트를 넓혀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추가 레코드를 포함하도록 검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고객을 검색한 후에 검색을 확장하여 홍콩의 고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1. 찾기를 수행하여 뉴욕의 고객을 찾습니다.

FileMaker Pro는 탐색 모드에서 찾기 세트를 표시합니다.

2. 찾기를 클릭하고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을 넓힙니다(도시 필드에 홍콩 입력).

3. 요청 메뉴 > 찾기 세트 확장을 선택합니다.

찾기 세트는 이제 뉴욕과 홍콩의 고객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탐색 모드에서 찾기 세트를 빠르게 확장하려면 단축키 메뉴를 사용합니다. 필드 안을 클릭 
(또는 필드에서 일부 값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하고 찾기 세트 확장을 선택합니다.

조건 중 한 세트와 일치하지만 다른 세트와는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

지정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제외하여 검색을 좁히려면(예를 들어,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의 벤더를 
찾으려면) 아래 “다른 레코드를 제외하는 동안 일부 레코드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일치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레코드 찾기
찾기를 수행하는 동안 레코드를 제외(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된 조건과 "같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일간 생성된 청구서를 제외한 모든 
청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 찾기

1. 찾기 모드에서 제외할 레코드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제외를 클릭합니다.
 

3.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다른 레코드를 제외하는 동안 일부 레코드 찾기

예: 뉴욕시의 벤더를 제외하고 뉴욕주의 벤더를 찾기:

1. 찾기 모드에서 찾을 레코드에 대한 조건을 입력합니다(주 필드에 뉴욕 입력).

2. 새로운 요청을 클릭합니다.

3. 제외할 레코드에 대한 조건을 입력합니다(도시 필드에 뉴욕 입력).

제외를 클릭하면 요청과 일치하는   
레코드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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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를 클릭합니다.

5.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하나 이상의 요청에서 조건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FileMaker Pro는 생성한 순서로 요청을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프랑스에 고객이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1 첫 번째 요청은 파리의 모든 고객을 찾고 두 번째 요청은 미국의 모든 고객을 제외하는 경우  
찾기 세트는 프랑스 파리의 모든 고객을 포함하지만 텍사스 파리 또는 미국의 모든 지역의  
고객은 모두 제외됩니다.

1 요청의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경우(첫 번째 요청은 미국의 모든 고객을 제외하고 두 번째 요청은 
파리의 모든 고객을 찾는 경우) 찾기 세트는 프랑스와 텍사스 파리의 모든 고객을 포함하지만 
미국의 다른 곳에서의 고객은 제외됩니다.

1 포털 행(또는 관련 레코드의 세트)에서 관련 레코드를 제외하려면 적어도 일치 필드 중의 하나에
서 관계 또는 값을 변경하여 레코드가 더 이상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필드에 대한 정보는 
제 4장, “관련 테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찾기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윈도우를 열 수 있습니다.  
19페이지의 “파일마다 여러 윈도우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1 찾기를 수행한 후에 찾기 세트에서 레코드를 제외하려면 42페이지의 “찾기 세트에서 레코드 가리
기 및 가려진 레코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찾은 항목 보기, 반복하기 또는 변경하기
가장 최근의 찾기 조건을 보려면 레코드 메뉴 > 마지막 찾기 수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찾기  
세트로 돌아가려면 탐색 모드로 전환합니다. 찾기를 반복하려면 찾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찾기 조건을 수정한 다음 찾기 수행을 클릭합니다.

찾기 요청 저장하기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복잡한 찾기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요청을 저장하여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기 모드로 이동할 필요없이 찾기 요청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는 사용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했던 마지막 5개의 찾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찾기가 저
장되면 저장된 찾기는 또한 계정을 공유하는 모든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
일 요청 저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삭제 및 복귀하기
요청을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요청으로 이동한 다음 요청 삭제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밋했을 때 그대로 요청을 복원하려면 요청 메뉴 > 요청 복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필드에서 클릭할 때 요청이 커밋되면 다른 레이아웃이나 요청으로 이동하거나 찾기를 수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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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세트에서 레코드 가리기 및 가려진 레코드 보기
찾기 세트에 없는 모든 레코드는 제외되거나 가려집니다. 새로 찾기를 수행하지 않고 찾기 세트에서 
추가 레코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제외된 레코드는 찾기 세트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

데이터 찾기 및 대치하기
워드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코드 또는 찾기 요청의 여러 필드(관련 필드  
포함)에서 레코드나 찾기 요청의 찾기 세트에서 또는 레이아웃의 텍스트 대상체에서 데이터를  
찾고 대치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필드와 수정할 수 없는 필드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필드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탐색, 찾기 또는 레이아웃 모드에서 편집 메뉴 > 찾기/대치 > 찾기/대치를 선택합니다.

2. 찾는 항목 상자에서 검색하려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대치 상자에서 대치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팝업 메뉴, 라디오 버튼 또는 체크상자로 포맷된 필드의 데이터는 대치할 수 없습니다.  
모두 대치 작업이 끝나면 이들 필드를 건너뛴 개수를 세고 리포트합니다.

3. 사용하려는 검색 옵션을 설정합니다.

작업 방법

특정 레코드 제외 제외할 레코드를 표시 또는 선택한 다음 레코드 메뉴 > 제외를 선택합니다.

일련의 레코드 제외 제외할 여러 일련의 레코드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표시하거나 선택한 다음 레코드  
메뉴 > 다중 제외를 선택합니다. 다중 제외 대화상자에서 제외할 레코드 수를 입력한 
다음 제외를 클릭합니다.

제외된 세트 보기 레코드 메뉴 > 제외한 레코드만 보기를 선택합니다.

모든 레코드를 다시 파일로  
가져오기

레코드 메뉴(탐색 모드) 또는 요청 메뉴(찾기 모드) > 모든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작업

방향 목록의 옵션 검색 방향 선택: 앞으로, 뒤로 또는 모두.

대/소문자 구분 대/소문자 표시가 찾는 항목 상자에서 지정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일치 항목만  
검색합니다.

참고   일본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에서 대/소문자 구분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찾기는 동일한 문자의 전각 및 반각 버전을 둘 다 동시에 찾을 수 없습니다. 광범위 
하게 두 문자를 찾고 대치하려면 반각 및 전각 문자 모두에 대해 개별 찾기를  
수행하십시오.

전체 단어만 일치 전체 단어이거나 공백 및/또는 문장 부호 문자로 묶인 일치 항목만 검색합니다.

검색 범위의 옵션 탐색 모드에서 현재 레이아웃의 모든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현재 레코드에서만  
검색합니다.

찾기 모드에서 현재 레이아웃의 모든 찾기 요청을 검색하거나 현재 찾기 요청에서만 
검색합니다.

참고   레이아웃 모드에서 FileMaker Pro는 현재 레이아웃에서만 검색합니다.

범위 내 검색의 옵션 탐색 및 찾기 모드에서 현재 레이아웃의 모든 필드 내에서 검색하거나 현재 필드에서
만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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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원하는 찾기/대치 작업의 유형을 수행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레이아웃에 탭 제어 또는 슬라이드 제어를 추가한 경우 탐색 및 찾기 모드에서 데이터를 찾고  
대치할 때 FileMaker Pro는 전면 패널의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찾고 대치합니다. 레이아웃 모드에
서 FileMaker Pro는 모든 패널의 텍스트를 찾고 대치합니다. 

1 팝오버의 필드를 포함하는 찾기 및 대치를 수행하면 팝오버가 열립니다.

데이터 찾기 및 대치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정렬하기
FileMaker Pro는 파일에 추가된 순서로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정렬하기는 일시적으로 레코드를  
다시 정렬하므로 다른 순서로 레코드를 보고 업데이트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정렬하려는 내용이 있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정렬 필드는 필드의 내용에 따라 레코드를  
정렬합니다. 두 번째 정렬 필드는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첫 번째 정렬 필드 등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정렬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사용자 설정 순서로 레코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코드는 찾기를 수행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레코드가 정렬될 때까지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된 찾기 세트에서 레코드를 추가 또는 변경하면 레코드를 커밋한 후 레코드가 정렬 순서의  
올바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현재 찾기 세트에서 레코드 정렬하기:

1. 탐색 모드의 상태 도구 막대에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참고   탐색 모드에서 테이블 보기로 레코드를 정렬하려면 30페이지의 “테이블 보기에서 레코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레코드 정렬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정렬 순서로 정렬할 필드와 정렬 옵션을 선택합니다.

현재 레이아웃에서 보이는 정렬 필드를 선택하려면 어떤 테이블에 있더라도 테이블 목록에서  
현재 레이아웃(레이아웃 이름)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현재 레이아웃의 테이블에 있는 정렬 필드를 선택하려면 현재 레이아웃에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테이블 목록에서 현재 레이아웃(레이아웃 이름)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정렬 옵션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클릭 작업

다음 찾기 찾는 항목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음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치 및 찾기 찾는 항목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찾는 항목 데이터를  
다음으로 대치 데이터로 대치하고 다음 일치 항목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찾는 항목 데이터와 일치하는 선택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찾는 항목 데이터의 첫 번째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대치 찾는 항목 데이터를 다음으로 대치 데이터로 대치합니다.

모두 대치 찾는 항목 데이터의 모든 일치 항목을 다음으로 대치 데이터로 대치합니다.

모두 대치 작업이 끝나면 찾고 대치된 일치 항목 수의 요약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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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이 끝나기 전에 취소하려면 Esc(Windows) 또는 2-마침표(OS X)를 누릅니다.

참고   필드의 단축키 메뉴를 사용하여 정렬 대화상자를 열지 않고 한 필드의 레코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가 시스템 포맷을 사용하여 날짜, 시간 및 숫자를 정렬하고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미리보기 및 프린트하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다음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코드, 레코드의 하위 세트 또는 현재 레코드만

1 용지 형식을 생성하기 위한 빈 레코드

1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는 스크립트, 필드, 테이블 및 관계의 정의

1 PDF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

FileMaker Pro는 현재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레코드를 프린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프린트할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코드를 일대일, 열 목록, 또는 총계, 머리말 및 
꼬리말로 정렬된 복잡한 리포트 형식으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나 봉투를 메일링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레이아웃 모드)으로 이러한 레이아웃과 리포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71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여백을 제어하고 공백을 제거한 다음 지정된 대상체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목록 프린트

Go to Layout [ 연락처 ]
정렬 [ 정렬 순서 : 성 ( 오름차순 ) ]

[ 복구 정렬 순서 , 대화상자 없음 ]

미리보기 모드 입력
[ 일시 정지 ]

프린트

[ 대화상자 없음 ]
탐색 모드로 전환

이름 전화
Juanita Alvarez 408-555-1234
Michelle Cannon 213-555-2345
Andre Common 714-555-3456
Marie Durand 619-555-4567
Jean Durand 408-555-5678
William Johnson 408-555-6789

연락처

탐색 중인 전체 레코드

필드 이름 필드 유형 공식 /
입력 옵션

이름 텍스트
성 텍스트

주소 1 텍스트
주소 2 텍스트

이름 전화
Juanita Alvarez 408-555-1234

연락처

현재 레코드

스크립트

테이블 및 필드 정의

빈 레코드

현재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프린트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한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그래프

이름 전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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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미리보기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하면 프린트된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레이아웃이 표시됩니다.  
미리보기 모드로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 모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린트된 페이지에 맞는 레코드 수

1 선택한 페이지 매김 설정이 페이지 나누기에 적용되는 방법

1 계산된 요약 필드가 있는 하위 요약 부분

1 페이지 번호, 현재 날짜 등과 같이 FileMaker Pro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1 정의하는 페이지 여백

1 밀기 옵션으로 설정되는 필드가 공백을 메우는 방법 

1 레이아웃 설정 대화상자가 열로 프린트하도록 정의되는 경우 열에 정렬된 레코드

1 페이지에 패널 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면 탭 패널 또는 슬라이드 패널

1 팝오버 버튼, 연관된 팝오버 또는 팝오버의 콘텐츠는 제외

레이아웃에서 데이터를 미리보려면, 프린터 및 프린트 옵션 지정하기와 찾기 세트가 미리보려는  
레코드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린트 시 수행하는 동일 준비 단계를 따르십시오 
(다음 섹션, “레코드 프린트하기”에서 1-4단계 참조). 그런 다음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레코드 프린트하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프린트하거나 빈 “양식”을 프린트하기 위해 빈 레코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프린트하기:

1. 한 대 이상의 프린터가 있는 경우 사용하려는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2. 파일 메뉴 > 인쇄 설정(Windows) 또는 파일 메뉴 > 페이지 설정(OS X)을 선택하여 프린트  
옵션을 확인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모드인 경우 상태 도구 막대에서 인쇄 설정(Windows) 또는 페이지 설정(OS X)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 옵션에 관한 정보는 해당 프린터와 시스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하려는 레이아웃으로 전환합니다. 

4. 다음을 시도하여 찾기 세트가 원하는 방법인지 확인합니다.

1 찾기 모드 및 레코드 메뉴의 명령을 사용하여 찾기 세트를 변경합니다. 

1 레코드를 정렬합니다. 

5.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하여 복사본 모양을 확인합니다. 

레코드에 탭 제어 또는 슬라이드 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면 패널만 프린트됩니다.

6. 파일 메뉴 >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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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린트 대화상자:

1 Windows: 인쇄에서 프린트하려는 데이터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1 OS X: 팝업 메뉴에서 FileMaker Pro를 선택한 다음 프린트하려는 데이터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해당 옵션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세부 정보 표시를 클릭합니다. 

8. 프린트 범위, 복사본 수 및 기타 프린트 설정을 선택한 다음 확인(Windows) 또는 프린트(OS X)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및 봉투 프린트하기
메일 레이블 및 봉투에 데이터에 포맷을 지정하고 프린트하도록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프린트하는 절차는 레이블을 프린트하는 절차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을 사용하여 선택하는 필드로부터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이블 레이아웃 
또는 세로 레이블을 생성하며, 여러 유형의 레이블 스톡에 프린트하도록 정렬됩니다(예: Avery 4014). 
FileMaker Pro는 다수의 표준 레이블 유형의 크기와 해당 코드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레이블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설정 레이블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항목 선택

모든 레코드(또는 찾기 세트의 레코드만) 탐색 중인 전체 레코드

탐색 모드에서 현재 선택한 레코드만 현재 레코드

현재 레이아웃을 사용한 빈 레코드 
(이 옵션을 사용하여 빈 "형식" 프린트)

빈 레코드의 필드, 포맷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쇄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방향(세로 또는 가로),  
크기 조절 및 기타 인쇄 옵션을  
변경하려면 클릭합니다

인쇄 대화상자(Windows)

프린트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프린트 대화상자(OS X)

목록에서 FileMaker Pro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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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레이아웃과 봉투 레이아웃은 표시 및 프린트만을 위한 위치 지정자 필드인 병합 필드를  
사용합니다. 병합 필드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병합 필드는 필드의 데이터에 맞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며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공백을 메웁니다.

레이블, 세로 레이블 또는 봉투에 대한 레이아웃 생성하기

1. 레이아웃 모드에서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이 나타납니다. 지원을 사용할 때 화면 상의 도움말을 보려면  
각 패널에서 F1(Windows) 또는 2-?(OS X)를 누릅니다.

2. 다음에서 레코드 보기의 경우 사용하려는 레코드를 포함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레이아웃 이름의 경우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레이블(상단에서 하단, 가로로 읽는 데이터용)이나 세로 레이블 
(오른쪽에서 왼쪽, 세로로 읽는 데이터용)을 선택합니다. 

봉투 레이아웃에 대해 봉투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병합 필드 선택 및 포맷  
지정하기”로 건너뜁니다.

5. 계속을 클릭합니다.

6. 레이블 레이아웃 지정 패널에서 메일 레이블의 치수를 지정합니다.

1 일반 레이블 유형을 기반으로 사전 정의된 치수를 선택하려면 다음 레이블 치수 사용에서  
레이블에 맞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레이블과 함께 제공된 패키지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정확한 크기의 선택한 레이블 스톡 코드를 사용하는 레이블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1 사용자 설정 치수를 지정하려면 사용자 설정 치수 사용을 선택하고 페이지 전체의 레이블,  
너비 및 높이에 값을 입력합니다. 레이블 스톡에서 사용하지 않은 여백을 측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고정 페이지 여백을 선택하고 상단, 하단, 왼쪽 및 오른쪽에 값을 입력하십시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병합 필드 선택 및 포맷 지정하기

1. 다음 패널의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에 대해, 레이블이나 봉투에서 원하는 필드의 데이터를  
이중 클릭합니다.

<<필드 이름>>은 레이블 콘텐츠 또는 봉투 콘텐츠 영역에 나타납니다. 꺽쇠 괄호는  
병합 필드이고 레이블이나 봉투에 필드 데이터가 표시되고 프린트됨을 나타냅니다.

관련 테이블에서 필드를 포함하려면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2. 레이블이나 봉투에서 원하는 필드를 계속 선택합니다.

3. 프린트를 원하는 모든 문장 부호, 공백 및 줄 바꿈(다음 줄에 병합 필드를 배치하도록)을  
포함합니다. 

4. 마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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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프린트하기

1. 레이블을 프린트하려면 레이블 및 해당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지침에 따라 레이블을 프린터로  
로드합니다. 봉투를 프린트하려면 해당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지침에 따라 봉투를 프린터로  
로드합니다.

2. 파일 메뉴 > 프린트를 선택하고 프린터와 추가 옵션을 선택하고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페이지에서 레이블을 프린트하려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려면 레이아웃 메뉴 > 레이아웃  
설정을 선택하고 프린트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열의 수(레이블)와 레이블을 프린트하려는 
방향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설정 페이지 여백을 설정합니다.

1 레이블을 올바르게 프린트하기 위해 프린터 설정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메뉴 >  
프린트 설정(Windows) 또는 페이지 설정(OS X)을 선택합니다.

레이블이나 봉투의 레이아웃 생성, 프린트와 레이아웃 설정 옵션 선택 및 레이블이나 봉투 레이아웃 
생성 시의 추가 고려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프린트하기
파일에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 모든 스크립트 단계 목록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 스크립트 메뉴 > 스크립트 관리를 선택하거나 파일 메뉴 > 관리 >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2. 스크립트 관리 대화상자에서 프린트할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연속 스크립트를 선택하려면 해당 스크립트를 Shift-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비연속 스크립트를 선택하려면 해당 스크립트를 Ctrl-클릭(Windows) 또는  
2-클릭(OS X)합니다.

3. 대화상자 아래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4. 확인(Windows) 또는 프린트(OS X)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스크립트 단계 및 옵션이 프린트됩니다.

테이블 및 필드 정보 프린트하기
테이블 또는 필드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테이블 또는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2. 프린트할 테이블이나 필드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연속 테이블이나 필드를 선택하려면 해당 테이블이나 필드를 Shift-클릭합
니다. 하나 이상의 비연속 스크립트를 선택하려면 해당 테이블이나 필드를 Ctrl-클릭(Windows) 
또는 2-클릭(OS X)합니다.

3.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4. 확인(Windows) 또는 프린트(OS X)를 클릭합니다.

각 선택된 테이블마다 필드 이름, 필드 유형 및 공식이나 데이터 입력 옵션이 프린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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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그래프 프린트하기
관계형 그래프를 프린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그래프 표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2. 관계형 그래프에 페이지 나누기를 표시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3. 인쇄 설정(Windows) 또는 페이지 설정(OS X) 대화상자를 표시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4. 설정을 변경하거나 허용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5. 프린트를 클릭합니다.

6. 프린트 옵션 대화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1 다중 페이지에 그래프 프린트를 선택하여 둘 이상의 페이지에 그래프를 프린트합니다. 

1 한 페이지에 그래프 프린트를 선택하여 한 페이지에 맞게 그래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7. 계속을 클릭합니다.

8. 확인(Windows) 또는 프린트(OS X)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미리보기 및 프린트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로 작업 자동화하기
스크립트는 프린트 방향 설정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나 고객에게 사용자화된 메일 보내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조건부 정의(if-else 문)를 통합하여 
반복적인 작업(loop 문)을 수행합니다.

FileMaker Pro 스크립트 단계의 목록에서 선택하고 옵션을 지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순서로 단계를 정렬하여 스크립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을 결합하고 자동화합니다.

1 다른 레이아웃이나 모드로 전환하기

1 레코드 찾기, 정렬하기 및 프린트하기

1 동일한 원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손쉽게 스크립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크립트를 표시하여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열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일 사이에 전체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한 스크립트에
서 동일한 파일의 다른 스크립트로 또는 다른 파일의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단계를 복사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그룹에 할당하여 손쉽게 특정 유형의 스크립트(예: 전체 스크립트 그룹을  
다른 파일로 복사 또는 전체 스크립트 그룹 지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예: 사용자가 필드를 입력하고 키를 누르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실행되도록 스크립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및 모든 FileMaker Pro 스크립트 단계(알파벳순으로 또는 범주로 구성됨)에 대한 참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절차는 도움말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스크립트 실행을 지정하도록 스크립트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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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파일 백업하기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일상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생성하는 것보다 백업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백업 주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중인 데이터의 양과 파일이 손상된 경우 다시 생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매우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외부 장소에 자주 백업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백업 권장사항은 151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중요 파일 백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백업 스크립트의 예제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환경설정 구성하기
환경설정이라는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작업하는 방식에 맞게 FileMaker Pro의 모양과  
동작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파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파일 옵션 대화상자에서 설정하면 현재 파일의 기본 레이아웃, 스크립트 열기 및 닫기, 로그인 정보 
및 영문 철자에 영향을 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환경설정 구성하기:

1. Windows: 편집 메뉴 >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OS X: FileMaker Pro 메뉴 >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2.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탭을 클릭한 다음 사용하려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파일 환경설정 구성하기:

1. 파일 메뉴 > 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파일 옵션 대화상자에서 탭을 클릭한 다음 사용하려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 환경설정 구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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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 작업 방법의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계획

1 필드 정의 및 수정

1 테이블 정의

1 레이아웃 생성

1 필드, 대상체 및 레이아웃의 부분과 함께 작업

참고   FileMaker Pro 사용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는 일관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사이의 데이터 중복을 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필요할 때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작업됩니다. 먼저 종이에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하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1.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결정합니다. 예: "고객 목록을 유지할  
것인지", "재고품을 관리할 것인지" 또는 "학생 등급을 나눌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정보를 고려합니다. 보통 정보는 광범위한 범주가 됩니다. 이 범주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각의 범주에  
유형과 분량이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매출이 "고객", "제품" 및 "청구서"와  
같은 범주를 갖는지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학생", "반" 및 "과제"와 같은 범주를 가진  
학생 점수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3. 광범위한 범주를 결정한 후에 이 범주들을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 고려합니다. "고객은 제품을  
주문한다"와 "청구서는 고객의 주문을 기록한다"와 같이 범주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서술하는 간단한 문장을 써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쌍들은 한 범주의 데이터와  
다른 범주의 데이터 사이에서 관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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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의 범주를 식별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정보의 이러한 범주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은 공통 요소나  
목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그룹짓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과 주소를 저장하는 데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판매 날짜, 항목 번호, 단위 가격 등과 같은 처리 작업 세부사항을  
저장하는 데 또 다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세 방법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1 단일 파일에 단일 테이블 이름 및 주소와 같이 하나의 범주로만 데이터를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일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1 단일 파일에 다중 테이블 학생, 학급 및 학년과 같이 데이터가 더 복잡한 경우 다중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1 다중 파일에 다중 테이블 여러 다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사이에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중 파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나 배송 정보를 하나 이상의  
솔루션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정보를 별도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같은 파일에 있는 테이블 또는 외부 파일에 있는 테이블 사이에서 테이블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및 접근 권한과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요소는 파일 레벨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일부 복잡한 솔루션은 다중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5.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포함할 데이터를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할 만한 필드를 결정합니다.

비결   레코드가 쉽게 검색되고 정렬되도록 하려면 성과 이름, 직위(예: Mr. 또는 Dr.)와 주소  
항목(시, 도, 국가 및 우편 번호)에 대해 별도의 필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가 입력될 때 데이터를  
다중 필드로 분리하면 추후에 리포트를 더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처리 작업의 날짜, 
항목 번호, 수량 및 단위 가격과 같은 처리 작업 세부사항을 잡는 데 별도의 필드를 사용하면  
주말, 월말 또는 연말에 요약 및 하위 요약 리포트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필드가 테이블 사이의 공통 데이터를 포함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고객 테이블,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품 테이블 및 주문 정보를 저장하는 청구서 테이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은 하나의 대상만 가지며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는 그 대상만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의 한 레코드에 있는 필드들은 한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께 저장합니다.  
같은 이유로 각 고객에게 유일한 식별 번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추가되지  
않으면 테이블에 고객 식별 번호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의 존재가 레코드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고객 테이블은 고객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에 대한 필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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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테이블은 제품 식별 번호, 각 제품에 대한 단위 가격 및 재고량에 대한 필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품목명 테이블은 제품과 청구서 식별 번호, 이름, 단위 가격, 수량 및 판매된 각 제품의 
총 가격에 대한 필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 테이블은 청구서 식별 번호, 주문 날짜 및  
판매원에 대한 필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각 테이블에 일치 필드를 결정하고 계획에 있는 각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12페이지의 “관계에 대한 일치 필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고객 ID

주소

전화번호

고객 이름

국가

판매원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품목명 테이블

주문 날짜

고객 ID

주문 날짜

청구서 ID
청구서 ID

단위 가격

제품 ID

수량
소계

할인 총 금액

제품 이름

총계

총 재고

주문 날짜

제품 ID

단위 가격

제품 이름

재고

범주

청구서 테이블

지역

지역

판매원 할인

총 재고

고객 ID

주소

전화번호

고객 이름

국가

판매원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품목명 테이블

주문 날짜

고객 ID

주문 날짜

청구서 ID
청구서 ID

단위 가격

제품 ID

수량
소계

할인
총 금액

제품 이름

총계

총 재고
주문 날짜

제품 ID

단위 가격

제품 이름

재고

범주

청구서 테이블

지역

지역

판매원 할인

총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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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테이블에 대해 어떤 필드가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필드가 다른 (관련) 테이블에
서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테이블의 대상을 기반으로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테이블의 데이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치 필드 외에 모든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만  
나타나야 합니다. 테이블의 대상과 관련되지 않은 필드가 나타나면 지웁니다. 

9.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한 테이블의 각 일치 필드와 관련 테이블의  
해당하는 일치 필드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테이블 사이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치 필드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를 사용하면 복잡한 쿼리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그룹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는 현재 재고 수준, 판매 계획 및 다중 테이블 사이에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작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4장, “관련 테
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0. 다른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와 다른 사용자가 파일에 접근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공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24페이지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1.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중인 경우 그들에게 계획서를 보여주고 검토한 뒤  
변경 사항을 제안하게 합니다.

고객 ID

주소

전화번호

고객 이름

국가

판매원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품목명 테이블

주문 날짜

고객 ID

주문 날짜

청구서 ID
청구서 ID

단위 가격

제품 ID

수량
소계

할인
총 금액

제품 이름

총계

총 재고

주문 날짜

제품 ID

단위 가격

제품 이름

재고

범주

청구서 테이블

지역

지역

판매원 할인

총 재고

고객 ID

주소

전화번호

고객 이름

국가

판매원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품목명 테이블

주문 날짜

고객 ID

주문 날짜

청구서 ID
청구서 ID

단위 가격

제품 ID

수량
소계

할인
총 금액

제품 이름

총계

총 재고

주문 날짜

제품 ID

단위 가격

제품 이름

재고

범주

청구서 테이블

지역

지역

판매원 할인

총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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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를 사용할 사람과 접근을 제한하려는 곳을 고려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필요에 
따라 접근 권한을 할당합니다.

계정 및 권한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6장,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3. 필요한 레이아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각 작업에 대해 별도의 레이아웃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블이나 봉투 출력에 대한 별도의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레이아웃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73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4. 아래 표시된 것과 같은 형식을 생성하여 필요한 파일 및 테이블과 각 테이블에 대한 필드를  
열거합니다. 각 테이블에서 생성할 형식과 리포트를 열거합니다.

15.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16.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경우 테스트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문의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발견된 문제를  
수정합니다.

FileMaker Pro 파일 생성하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FileMaker Pro 시작 솔루션(템플릿)에
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FileMaker Pro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서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20페이지의 “파일 저장하
기”를 참조하십시오.

시작 솔루션을 사용하여 파일 생성하기

1. 파일 메뉴 > 시작 솔루션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을 사용하여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 >  
빠른 시작 화면을 선택한 다음 시작 솔루션 사용을 클릭합니다.

샘플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형식

프로젝트 이름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이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이름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필드 유형 고객

레이아웃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필드 유형 고객

이름 목적                         화면    프린트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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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 목록을 보거나 선택 목록을 좁히기 위해 솔루션 범주를 선택하려면  
모든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만 표시되는 FileMaker Pro 시작 솔루션이 없는 경우  
시작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3. 목록(Windows) 또는 축소판 그룹(OS X)에서 솔루션을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4.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필요하다면 다른 폴더 선택) 저장을 클릭합니다.

Windows: 유형으로 저장의 경우 FileMaker 파일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Pro가 디스크에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엽니다. 시작 솔루션에서 필드 및 레이아웃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장의 나머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파일 생성하기

1. 파일 메뉴 >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FileMaker 빠른 시작 화면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 >  
빠른 시작 화면을 선택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하고 2단계를 계속합니다.

2.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필요하다면 다른 폴더 선택) 저장을 클릭합니다.

Windows: 유형으로 저장의 경우 FileMaker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확장자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FileMaker Pro는 파일 이름에 .fmp12를 추가합니다. (Windows의 파일 확장자 보기에 
관한 정보는 Windows 도움말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FileMaker Pro는 레이아웃 모드의 빈 파일을 표시하고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표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필드를 정의하고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필드를 자동으로 레이아웃에 배치하려면 필드를 정의하기 전에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레이아웃  
탭에서 현재 레이아웃에 새로 정의된 필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3. 필드를 정의하고 레이아웃으로 드래그한 다음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필드를 정의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9페이지의 “필드 선택 
대화 상자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를 정의할 때 또는 나중에 유효성 검증 및 인덱스와 같은 필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67페이지의 “필드 옵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레이아웃에 대상체 및 다른 장식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81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대상체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5. Ctrl+S(Windows) 또는 2-S(OS X)를 눌러 레이아웃을 저장한 다음 레이아웃을 종료합니다 
(레이아웃 막대에서  클릭).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탐색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하기에 관한 정보는 25페이지의 “레코드 추가 및 복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기본적으로 파일 메뉴 >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레이아웃 모드 및 필드 선택  
대화상자에서 빈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를 표시하려면 편집 메뉴 > 환경설정(Windows) 또는 FileMaker Pro 메뉴 >  
환경설정(OS X)을 선택합니다.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일반 탭을 클릭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파일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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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아웃 테마를 변경하려면 78페이지의 “레이아웃 테마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대상체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수용하도록 레이아웃의 너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더 넓게 만들면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레이아웃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너비를 변경하려면 레이아웃의 오른쪽에서 회색 선을 드래그합니다.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필드를 정의하려면 이름을 부여하고 필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가 데이터를 해석, 입력, 계산, 저장 및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필드 정의를 구성합니다.

데이터가 레이아웃에서 나타나는 방법을 지정하는 필드 포맷의 설정 옵션에 대한 정보는  
93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필드 데이터 포맷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이름 지정 정보
필드 이름을 지정할 때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1 필드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필드 이름은 최대 10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필드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약어, 머리 글자어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용어는 피하십시오.

1 필드 이름에 다음의 기호와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쉼표) + – * / ^ & = > < ( ) [ ] } " ;(세미콜론) : (콜론) :: (관계형 표시자) $(변수 표시자)

1 AND, OR, XOR, NOT 또는 FileMaker Pro 함수의 이름 

1 계산 공식에 사용될 필드 이름은 공백, 마침표(.) 또는 숫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1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또는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내보내기,  
웹 발행 및 다른 연산에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백 대신에 _(밑줄)을 사용합니다.

1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교환하는 경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파일 포맷에서 
필드 이름 제한을 확인합니다. 

1 FileMaker Pro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ODBC 또는 JDBC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필드 이름에  
SQL 키워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필드는 숫자만 저장합니다

이 필드는 레코드의 다른 값을 기반으로 
값을 계산합니다(“할인”은 “단위 가격”의 
20%입니다)

이 필드는 여러 값을 저장합니다

FB11제품 ID

포카치아제품 이름

빵범주

플레인맛

\7,700단위 가격

\1,500할인

허브

이들 필드는 텍스트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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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유형 선택 정보
필드를 정의할 때 필드가 포함할 정보의 종류를 기반으로 필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필드 유형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및 FileMaker Pro가 데이터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FileMaker Pro는 레코드 정렬과 계산 수행과 같은 작업을 위해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필드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 필드 유형을  
선택

 
필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경우

텍스트 필드 반복당 텍스트로 사용되는 글자, 부호 및/또는 숫자이며 사용할 수 있는 RAM 및 디스크  
용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인덱스는 각 단어나 값의 처음 100개의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텍스트 필드는 캐리지 리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숫자 최대 800개의 숫자나 다른 문자들과 같은 범위의 음수 값. 숫자 필드는 예를 들어 참, 거짓,  
예 또는 아니오를 나타내기 위해 부울 값(0 또는 1)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필드는 캐리지  
리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날짜 날짜만 해당. 0001/01/01...4000/12/31의 범위로 된 그레고리력을 사용합니다. 월, 일 및 연도  
순서는 파일이 생성되는 시스템 설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시간만 해당. 시간 필드는 시간의 시, 분 및 초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간 필드는  
-08:40:00과 같은 음수 시간 구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캘린더 시간에서 고정된 지점을 참조하는 날짜와 시간. 예: 2014/10/25 오전 2:39:46

컨테이너 그림, PDF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과 같은 유형의 파일. 필드에 대한 저장 장치와 표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과 요약 필드에서 컨테이너 필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찾거나 정렬할 수 없지만 설명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텍스트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필드에서 설명이나 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찾거나 정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필드에서 파일은 참조로 내장되고 저장되거나 외부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현재 레코드와 관련 레코드에서 필드 값을 사용하는 계산 공식의 결과. 공식은 모든 필드 유형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또는 컨테이너.

요약 같은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레코드로부터 필드 값을 요약하여 생성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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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요약을 제외한 필드 유형은 전역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71페이지의 “인덱스 및 
저장 장치 옵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날짜를 저장하려면 날짜 필드(텍스트나 숫자 필드 대신)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날짜를  
사용할 때 혼란을 피하려면 항상 4자리의 연도를 사용합니다. 

1 우편 번호, 전화 번호 및 0 또는 하이픈이나 괄호와 같은 문자가 앞에 오는 다른 값들을 저장하려
면 숫자 필드 대신에 텍스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1 컨테이너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찾거나 정렬할 수 없지만 컨테이너의 콘텐츠를 설명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텍스트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텍스트 필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찾거나 정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및 타임스탬프에 표시되는 방법을 변경하려면 93페이지의 “레이
아웃에서 필드 데이터 포맷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선택 대화 상자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FileMaker Pro는 레이아웃 모드로 파일을 열고 빈 레이아웃 및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필드를  
정의하고 기존 레이아웃에 대한 필드를 추가 또는 변경합니다. 

참고   필드 선택 대화상자에서 정의할 때 필드는 자동으로 레이아웃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정의할 때 필드를 레이아웃에 배치하려면 필드를 정의하기 전에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레이아웃  
탭에서 현재 레이아웃에 새로 정의된 필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요약 필드는 여러 레코드의 값에서    
결과를 산출합니다 

??? ?? ?? ? ??

David Michaels FB3 1 $3.95
David Michaels FB4 1 $17.50
David Michaels FB1 2 $19.90
David Michaels FB5 3 $52.50

?? $93.85

Sophie Tang FB6 2 $39.00
Sophie Tang FB7 5 $77.50
Sophie Tang FB2 2 $45.00

?? $161.50

?? ?? $255.35

?? ???

계산 필드는 현재 레코드 또는 관련 레코드의 값에서 
결과를 산출합니다

?? ???? ??? ?? ??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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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드 선택 대화상자가 열려 있지 않은 경우 레이아웃 모드의 레이아웃 막대에서 를 
클릭합니다.

2. 필드 선택 대화상자에서 필드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합니다.

3. 필드 정의를 계속하려면 2단계를 반복합니다.

작업 방법

필드 추가 새 필드를 클릭합니다. 위치 지정자 필드는 필드 유형이 지정되어 있는  
필드 목록에서 생성됩니다. 필드가 선택되면 필드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57페이지의 “필드 이름 지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유형 변경 필드 유형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새로운 필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58페이지의 “필드 유형 선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필드 유형을 변경하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원하지 못하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필드의 옵션 설정 필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필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67페이지의 “필드 옵션 설
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삭제 필드를 오른쪽 클릭하고 필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여러 필드를 삭제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하고  
필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중요사항   필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필드의 이름 변경 Windows: 필드를 이중 클릭한 다음 새로운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OS X: 필드를 선택한 다음 필드 이름을 클릭하고 새로운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목록에서 필드 정렬 를 클릭한 다음 필드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긴 목록에서 필드 찾기 필드 선택 대화상자의 상단 옆에 있는 검색 상자에 필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 상자 표시

필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필드를 추가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레이아웃으로 드래그된  
필드 위치 및 레이블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필드 검색 필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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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아웃으로 필드를 드래그할 때 필드는 기본적으로 필드 왼쪽에 필드 레이블이 있는 레이아웃에 
세로로 배치됩니다. 이들 설정을 변경하려면 필드를 레이아웃으로 드래그하기 전에 드래그  
옵션을 클릭합니다. 

1 필드가 레이아웃에 배치된 위치(세로 또는 가로)를 변경하려면 필드 배치에서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1 필드 레이블의 위치를 지정하려면 레이블에서 선택 항목을 클릭합니다.

필드 선택 대화상자에 추가되는 다음의 필드는 현재 드래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참고   드래그 설정을 변경해도 이미 레이아웃에 있는 필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레이아웃에 배치하려는 필드를 선택한 다음 레이아웃으로 드래그합니다.

6. 닫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서 필드 선택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1.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3. 파일이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목록에서 해당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현재 파일 및 모든 관련 외부 파일에서 테이블이 보입니다.

4. 필드 이름에 대해서는 해당 필드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는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한 다음 필드 이름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57페이지의 “필드 이름 지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이름 및  
정의

새 필드에 대한  
이름 입력 필드 유형 선택

필드 이름을 입력한  
후 클릭하고 필드  

유형 선택 

필드가 대화상자에 
열거되는 방법  
선택

필드 이름 또는  
유형으로 정렬하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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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형에서 필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요사항   필드 유형을 변경하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원하지 못하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58페이지의 “필드 유형 선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상자에 필드의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필드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3페이지의 “계산 필드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필드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5페이지의 “요약 필드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필드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6. 새 필드를 생성하는 경우 생성을 클릭합니다. 필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을 클릭합니다.

7. 필드를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필드를 하나 이상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한 다음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중요사항   필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8. 필드의 옵션을 정의하려면 옵션을 클릭하고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67페이지의 “필드 옵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9. 필드를 계속 정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작업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실행 방법

자동으로 값을 필드에 입력 자동 입력 탭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68페이지의 “자동 데이터 입력 정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가 필드에 올바르게 입력
되었는지 확인

유효성 검증 탭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69페이지의 “필드 유효성 검증 정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FileMaker Pro에서 날짜를 사용할 때 혼동을 피하려면 필드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설정하여 날짜가 항상 4자리 연도로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필드 반복하기 저장 장치 탭을 클릭한 다음 최대 반복 수를 선택합니다. 반복 수를 입력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인덱스를 위한 옵션 설정 저장 장치 탭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파일의 모든 레코드에 대해  
필드가 하나의 값을 사용하도록 
하기

저장 장치 탭을 클릭하고 전역 저장 장치 사용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간지 문자를 “부모” 필드에 입력할 
때 해당 가나 읽기가 후리가나  
“자식” 필드에 나타나도록 “부모” 
데이터 필드와 후리가나 “자식”  
필드 사이에 링크 생성

후리가나 탭을 클릭하고 후리가나 필드 사용, 후리가나 필드 및 가나 읽기  
입력 포맷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텍스트 필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운영체제가  
일본어 텍스트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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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보기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1. 탐색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레이아웃 막대에서 테이블 보기 를 클릭합니다.

2. 새 필드를 생성하거나 기존 필드를 변경합니다.

테이블 보기에서 레코드로 작업하기(예: 레코드 추가, 삭제 및 정렬하기)에 대한 정보는  
30페이지의 “테이블 보기에서 레코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표시하기
(예: 열 재정렬하기 및 열 너비 설정하기)에 관한 정보는 29페이지의 “테이블 보기에서 데이터 표시
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계산 필드 생성하기

1. 계산 필드를 생성하려면 61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에
서 1-5단계를 따릅니다.

2. 계산 필드를 필드 유형으로 선택한 다음 생성을 클릭합니다.

3.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서 필요한 경우 다음 문맥에서 이 계산식 평가에 대해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십시오.

계산할 문맥 설정은 관계형 그래프에 두 개 이상의 일치 항목이 있는 원본 테이블에 계산 필드를 
작성할 때만 필요합니다. 원본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 상자의 테이블 탭에 정의된  
테이블입니다. 특히 관련 테이블에 필드를 포함하는 계산인 경우 선택은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업 테이블 보기에서 실행 방법

필드 생성 첫 번째 필드를 생성하려면 첫 번째 열 머리말에서 필드 생성을 클릭합니다.  
추가 필드를 생성하려면 열 머리말에서 +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여백에서  
클릭합니다.

필드 이름 변경 이름을 변경하려는 필드의 열 머리말을 이중 클릭하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57페이지의 “필드 이름 지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유형 선택 열 머리말을 오른쪽 클릭하고 필드 > 필드 유형을 선택하고 필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필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8페이지의 “필드 유형 선택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필드 유형을 변경하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원하지 못하도록  
지울 수 있습니다.

필드 옵션 설정 열 머리말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필드 > 필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67페이지의 “필드 옵션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삭제 열 머리말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필드 > 필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중요사항   필드를 삭제하기 전에 그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더 많은 필드 표시 또는  
필드 가리기

레이아웃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하고 테이블 보기 수정 대화상자의 옵션을  
사용합니다. 또는 열 머리말을 오른쪽 클릭하고 필드 > 필드 가리기를 선택하여 
선택된 필드를 가립니다. 

테이블 보기에서 가려진 필드를 표시하려면 + 열 머리말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기존 필드의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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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을 위한 공식을 만듭니다.

공식 상자에서 항목을 나타낼 위치를 클릭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상자에 공식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및 모든 FileMaker Pro 함수(알파벳순으로 또는 범주로 구성됨)에 대한 참조와 함께  
작업하는 절차는 도움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 해당 필드의 계산 옵션을 선택합니다.

추가  방법

필드 참조 필드 목록에서 필드 이름을 이중 클릭합니다.

다른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표시하려면 테이블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십시오.

수학 또는 텍스트 연산자 대화상자의 키패드에서 연산자를 클릭합니다. (따옴표 및 괄호는 중간에  
삽입점이 깜박이는 쌍으로 공식에 복사됩니다.)

비교 또는 논리 연산자 또는 지수  연산자에 대해 목록에서 원하는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상수 값 값을 입력합니다. 상수는 텍스트, 숫자, 날짜 또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Date 및 GetAsDate 함수와 함께 날짜 상수를, Time 및 GetAsTime 함수와 함께 
시간 상수를, Timestamp 및 GetAsTimestamp 함수와 함께 타임스탬프 상수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상수는 최대 29998자일 수 있습니다.

함수 함수 목록에서 함수(특정 계산을 수행하고 단일의 특정 값을 반환하는 미리  
정의되고 이름이 지정된 공식)를 이중 클릭합니다. 공식 상자에서 위치 지정자 
매개 변수를 값이나 표현식으로 대치합니다.

필드 참조 선택  

공식 상자 

비교 또는 논리 연산자 선택

함수 선택

공식 결과 
유형 선택 

인덱스 및 저장 장치 
옵션 선택 

계산된 필드 반복하기

목록에서 테이블 선택  

공식에 있는 최소 하나의 필드에    
값이 있는 경우에만 계산   

수학 또는 
텍스트 연산자 선택  

함수가 대화상자에 
열거되는 방법 선택

계산이 평가될 테이블 선택   

클릭하여 계산 정의하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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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필드에 대해 인덱스 및 전역 저장 장치 옵션을 선택하려면 저장 장치 옵션을 클릭하고  
저장 장치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7. 계산 지정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승인을 클릭합니다.

8. 필드 정의를 계속하거나 승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FileMaker Pro 파일이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서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추가 필드를  
추가하여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계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67페이지의 “추가 필
드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계산 필드 생성 또는 변경하기나 계산에서 문맥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요약 필드 생성하기
요약 필드를 사용하여 다중 레코드의 소계, 평균 및 총계와 같은 값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요약 필드는 리포트에 5월의 모든 판매의 총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을 사용하여 그룹화된 데이터(요약 필드의 데이터)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73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비결   탐색 모드에서 테이블 보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필드로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필드의 소계를  
표시하거나 각 데이터 그룹의 소계를 생성하는 동적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요약 필드에서 값은 필드를 레이아웃에서 어디에 배치하는지, 얼마나 많은 레코드가 찾기 세트에  
있는지 그리고 레코드가 정렬되어 있는지 및 어떤 모드를 사용 중인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약 필드를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레이아웃 부분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99페이지의 “레이아웃 부분으로 작업하기” 참조).

1. 요약 필드를 생성하려면 61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에
서 1-5단계를 따릅니다. 

2. 요약 필드를 필드 유형으로 선택한 다음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요약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요약 유형을 선택한 다음 그룹지을 필드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작업 방법

결과의 필드 유형 설정 계산 결과는 다음임: <값>에 대해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올바른 유형을 선택합니다. 58페이지의 “필드 유형 선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계산된 필드 반복 반복 횟수를 선택한 다음 반복 횟수를 입력합니다(최대 32,000).

참조된 모든 필드가 비어 있는 경
우 계산하지 않음

모든 참조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 평가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계산에서 사용한 모든 필드가 비어 있으면  
FileMaker Pro는 계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약 유형 선택 레코드의 찾기 세트에 있는 필드 값 요약

총계 필드에 있는 값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평균 필드에 있는 값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개수 필드에 대한 값을 포함하는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필드가  
100개의 값을 포함하면(각 레코드에 하나의 값) 개수 결과는 100입니다.



제 3 장  |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66

 

4. 적용 가능한 경우 요약 유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요약 유형에 따라 변경됩니다.

최소 필드에 대한 가장 낮은 숫자 또는 가장 이른 날짜, 시간 또는 타임스탬프를 찾습니다.

최대값 필드에 대한 가장 높은 숫자 또는 가장 최신 날짜, 시간 또는 타임스탬프를 찾습니다.

표준 편차 필드에서 값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찾습니다. 이 옵션은 필드값의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공식은 일반 표준 편차를 따르면서 n-1 가중됩니다.)

전체 중 분수 해당 필드의 모든 값 총합에 대한 필드 값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판매 담당자가 총 매출 중 어느 부분에 기여했는지 찾습니다.

목록 필드에 공백이 아닌 리턴으로 분리된 목록을 생성합니다.

요약 유형 선택 작업

총계 누계 현재 그리고 모든 이전 레코드에 대한 누적된  
총합을 보여줍니다. 정렬된 각 그룹의 총계  
실행을 다시 시작하려면 정렬된 각 그룹의 요약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  
목록에서 정렬이 다시 시작된 필드를  
선택합니다.

평균 가중 평균. 나타나는 필드 목록에서  
가중 요소를 포함하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가중 요소로 사용되는 다른 필드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한 필드에서 평균을 결정합니다.

개수 누적 개수 현재 그리고 모든 이전 레코드의 누적 개수를  
보여줍니다. 정렬된 각 그룹의 개수 실행을  
다시 시작하려면 정렬된 각 그룹의 요약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  
목록에서 정렬이 다시 시작된 필드를  
선택합니다.

표준 편차 모집단 순 공식이 n-가중되는 모집단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전체 중 일부 소계. 나타나는 필드 목록에서  
그룹지을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탐색 모드로 돌아가면  
이 필드로 정렬하여 값을 올바르게  
계산합니다.)

레코드의 한 그룹만을 기준으로 전체 중  
일부를 계산합니다.

다음 요약 유형 선택 레코드의 찾기 세트에 있는 필드 값 요약

요약 유형 
선택

그룹화하려는  
필드 선택

요약 유형 
옵션 선택 

반복 요약에 대한 옵션 선택
총계 또는 

개수 다시 시작  



제 3 장  |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67

5. 적용 가능한 경우 반복 필드 요약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승인을 클릭합니다.

7. 필드 정의를 계속하거나 승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에서 리포트를 생성할 때 요약 파트에 있는 필드에 기본 테마  
스타일이 아닌 부분별 스타일이 표시됩니다.

1 필드 도구를 사용하여 요약 부분에 필드를 추가했는데 텍스트를 읽기 어려운 경우 정보 보기  
또는 포맷 복사를 사용하여 다른 필드로부터 원하는 스타일을 복사합니다. 

1 FileMaker Pro 파일이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서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추가 필드를  
추가하여 외부 데이터에 대한 요약 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필드 사용하기
FileMaker Pro 파일이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추가 필드를 사용하여 저
장되지 않은 계산 및 ODBC 데이터를 사용하여 요약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를 사
용하여 외부 ODBC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필드는 외부 테이블에 추
가할 수 있는 유일한 필드입니다.

SQL 데이터에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136페이지의 “외부 데이터 원본
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필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옵션 설정하기
필드를 정의할 때 또는 나중에 필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위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데이터를 필드에 입력하기

1 유효성 검증 요구사항에 대해 데이터 검사

1 반복 필드 만들기

1 인덱스 생성하기

1 컨테이너 데이터를 외부에서 저장하기

1 전역 값 저장

1 후리가나 필드(일본어 필드 전용)

일부 필드 옵션은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필드에 
France 대신 Frnc를 입력하는 경우 나중에 France에서 모든 고객을 검색할 때 해당 레코드를 찾지  
못합니다. 모든 국가 이름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름을 포함하는 값 목록을  
정의한 다음 국가 필드의 값 구성원 목록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필드에  
입력할 때 해당 데이터는 목록에 있는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테이블 보기, 형식 보기 또는 목록 보기에서 작업하는 동안 필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작업

동시에 필드에서 모든 반복에 대한 단일 요약 값을 계산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반복에 대해 요약 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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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목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91페이지의 “체크상자 세트 및 레이아웃의 기타 제어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필드의 옵션을 선택하려면 65페이지의 “요약 필드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필드의 저장 장치 옵션을 설정하려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데이터 입력 정의하기
자동으로 기본 값을 각 레코드의 필드에 입력하기:

1.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테이블 보기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드 이름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필드 > 필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5단계로 건너뜁니다.

1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3. 파일이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목록에서 해당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필드 목록에서 정의하려는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5.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자동 입력 탭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필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 방법

레코드 생성 또는 수정 시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사용자 이름 또는 계정 이름 입력

생성 또는 수정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속된 번호를 각 레코드의 필드로 할당 일련 번호 선택 레코드가 생성될 때 숫자를 할당하도록 생성 시를 
선택합니다. 레코드가 커밋될 때 숫자를 할당하도록 커밋 켬을  
선택합니다. 다음 값에 대해서 시작 값(예: 1001)을 입력하고  
다음만큼 증분에 대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전에 접근된 레코드에서 값 입력 마지막으로 방문한 레코드 값을 선택합니다.

지정하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선택하고 최대 255개의 문자를 입력합니다. 

필드에 계산 결과를 입력합니다. 계산된 값을 선택하고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서 공식을 정의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3페이지의 “계산 필드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 있는 데이터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필드의 기존 값을  
대치하지 않음(있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또는 다른 테이블이나 파일의 필드에서 
복사된 값 입력

검색한 값을 선택하고 검색을 정의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121페이지의 “검색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값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데이터 입력 중 값을 수정할 수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데이터 끄기 모든 선택된 체크상자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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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을 클릭하여 필드 옵션 대화상자를 닫거나 다른 탭을 클릭하여 추가 필드 옵션을 설정합니다.

필드 유효성 검증 정의하기
데이터가 필드로 올바르게 입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드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게 입력되는 경우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중요사항   FileMaker Pro에서 날짜를 사용할 때 혼동을 피하려면 날짜 필드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설정하여 날짜가 항상 4자리 연도로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테이블 보기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드 이름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 필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5단계로 건너뜁니다.

1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3. 파일이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목록에서 해당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필드 목록에서 정의하려는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5.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유효성 검증 탭을 클릭합니다.

6. FileMaker Pro가 유효하지 않은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의 데이터 유효성 검증의 경우 진행 중인 필드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는 항상을 선택하고 
데이터가 입력될 때 해당 항목에 유효성 검증을 제한하려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만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사용자가 덮어쓰는 것을 허용을 선택 해제합니다.

7.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선택합니다.

입력된 값의 요구 사항 선택 

숫자만 포함 데이터 유형 제한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숫자만  
선택합니다.

월, 일 및 4자리 연도에 대한 숫자 값을 포함하는 날짜 
(예: 2014/5/12)

데이터 유형 제한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4자리 연도  
날짜를 선택합니다.

필드에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옵션 선택  

자동 입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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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이터가 유효성 검증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을 때 사용자 설정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유효성 검증이 실패한 경우 사용자 설정 메시지 표시를 선택한 다음 최대 255자를 입력합니다.

9. 승인을 클릭하여 필드 옵션 대화상자를 닫거나 다른 탭을 클릭하여 추가 필드 옵션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00:00과 23:59 사이의 시각과 분에 대한 숫자 값을  
포함하는 시간(초는 옵션임)

데이터 유형 제한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날짜 시간을  
선택합니다.

비어 있지 않음 비어 있지 않음

다른 레코드에 있는 이 필드에서 찾은 값을 복제하지  
않음

고유 값

다른 레코드에 있는 같은 필드에서 다른 값과 일치 기존 값

지정된 값 목록에 있는 값과 일치 값 구성원 목록을 선택한 다음 기존 값 목록을  
선택하거나 새로 정의합니다. 

지정된 글자 범위, 숫자, 날짜 또는 시간 내에 있음 범위에서를 선택하고 시작과 끝 값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와 일치 계산을 통해 유효화됨을 선택한 다음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 계산을 입력합니다. 필드가 수정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화를 선택하거나 지웁니다. 그런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결과는 True 또는 False인 부울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0이 아닌 숫자인 경우 결과는 True이고 다른 결과 
(0, 데이터 없음, 숫자 데이터 아님)인 경우 False입니다.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3페이지의 “
계산 필드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지정된 문자 수를 초과하지 않음 최대 문자 수를 선택하고 허용되는 최대 문자 수를 입력
합니다.

지정된 파일 크기를 초과하지 않음  
(컨테이너 필드의 경우)

최대값(KB)을 선택하고 킬로바이트 수를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컨테이너 필드에 내장되거나 외부에 저장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 설정은 컨테이너 필드에 
참조에 의해 저장되는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력된 값의 요구 사항 선택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   
옵션을 선택합니다 

유효성 검증 클릭  

이 옵션은 컨테이너  
필드에서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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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및 저장 장치 옵션 정보
FileMaker Pro는 필드를 인덱스하고 계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작업이 가능함:

1 필드에 저장된 값의 목록인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인덱스는 검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지만 디
스크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및 타임스탬프를 인덱스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또는 타임스탬프인 경우 계산 필드를 인덱스할 수도 있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에 계산 결과 필드를 저장하거나 FileMaker Pro가 필요 시(저장되지 않을 때)에만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 더 빠르지만 디스크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및 계산 필드에 대한 저장 장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필드 옵션 대화상자의 저장 장치 탭에서 전역 저장 장치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파일의 모든  
레코드에서 하나의 값을 공유하도록 아무 필드(요약 필드 제외)를 설정합니다. 전역 저장 장치로 
정의된 필드를 전역 필드라고도 합니다.

1 로컬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다른 폴더 또는 디렉토리와 같이 외부 위치에 있는 컨테이너 필드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

저장 장치 클릭  

필드에 대한 
저장 장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 유형에 대한 저장 장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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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장치 탭의 옵션은 컨테이너 필드에 대해 변경됩니다.

필드 옵션 설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하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하여 공통적인 특징이나 원리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하고 그룹짓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많은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외에도 FileMaker Pro는 관계형 그래프에서 관계를 기술하는 데 테이블을 사용하고  
레이아웃과 일부 계산에 대한 문맥을 구축합니다. FileMaker Pro에서 문맥은 계산과 스크립트가  
시작되고 관계형 그래프에서 관계가 평가되는 테이블 일치 항목입니다. 

새 파일을 생성할 때 FileMaker Pro는 자동으로 첫 번째 테이블과 첫 번째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테이블과 레이아웃은 파일과 동일한 이름이 부여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추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테이블 탭을 클릭합니다.

컨테이너 필드의 
저장 장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컨데이너 필드에 대한 저장 장치 옵션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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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블 이름 상자에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 테이블은 이름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추가한 테이블은 관계형 그래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테이블을 계속 정의하거나 필드 탭을 클릭하여 필드를 정의합니다.

관계, 테이블 및 관계형 그래프에 관한 정보는 제 4장, “관련 테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과 리포트 생성하기
FileMaker Pro 레이아웃은 데이터를 보고, 프린트하고, 리포트하고, 찾고, 입력하기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레이아웃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표시만 합니다. 레이아웃은  
특히 프린트 시 리포트라고도 합니다. 

파일에 대해 필요한 만큼 많은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예: 데이터 입력, 요약 리포트 또는  
메일 레이블 프린트를 위한 레이아웃). 파일에 대한 데이터나 다른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특정 필드를 포함하고 다른 항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데이터를 변경하면(탐색 모드에서) 변경사항은 파일의 모든 레이아웃에 있는  
동일한 레코드의 동일한 필드에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할 때(FileMaker Pro와 함께 포함된 시작 솔루션 템플릿 파일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FileMaker Pro는 파일에 초기 테이블과 필드를 포함하는 새롭게 추가된 테이블에  
대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필드: 데이터 입력 및   
표시에 사용 

레이아웃 팝업 메뉴

모드 팝업 메뉴 버튼: 빈번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

레이아웃 텍스트: 제목,  
열 머리말, 필드 레이블,   

지침 및 편지 양식에 사용    

부분: 레이아웃을 특별한  
목적의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 머리말, 꼬리말,  
본문 및 요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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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모드로 전환하고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레이아웃을 생성하도록 안내하는 새 레이아웃/ 
리포트 지원을 사용하여 추가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입력 화면 표시 또는 영업 총계 리포트 
프린트 또는 메일 레이블과 같이 여러 목적을 위해 다른 레이아웃 유형을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각 레이아웃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FileMaker Pro는 레이아웃에서 여백과 다른 측정을 계산할 때 선택된 프린터, 프린트  
설정이나 페이지 설정 정보를 고려합니다. 프린터 및 프린트 설정은 사용 중인 프린터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프린터 및 시스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새 레이아웃을 가로 방향 또는 특수한 용지 크기로 프린트하려는 경우 탐색 또는 레이아웃  
모드에서 파일 메뉴 > 프린트 설정(Windows) 또는 파일 메뉴 > 페이지 설정(OS X)을 선택하고  
방향과 용지 설정을 확인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수정된 프린트 설정과 페이지 설정의 설정값은 
현재 파일의 다른 모드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프린트하기  
위해 이 설정을 나중에 변경해야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레이아웃 및 레이아웃 폴더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과 폴더를 추가, 삭제 및 복제하고 여러 레이아웃을 열고  
레이아웃과 폴더가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 나타나는 순서를 변경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생성하기:

1. 레이아웃 모드의 상태 도구 막대에서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를 클릭합니다. 

또는 탐색 모드에서 파일 메뉴 > 관리 >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신규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이 보이며 이는 원하는 레이아웃 유형을 생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선택에 따라 추가 옵선이 제시됩니다. 레이블, 봉투 및 리포트와 같은 일부 레이아웃 유형에서  
추가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2. 파일에 여러 테이블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레코드 보기에 대해 이 레이아웃에 표시하려는  
레코드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레이아웃 이름에 대해 레이아웃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4. 생성하려는 레이아웃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레이아웃 유형에 대한 설명은 “레이아웃 유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선택하는 레이아웃 유형에 따라 추가 옵션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 방법

현재 패널에서의 선택을 설명하는 화면 상의  
도움말 주제 보기

Windows: F1(Windows) 또는 Command-?(OS X)를  
누르십시오.

생성 중인 레이아웃에 추가 패널(예: 레이블, 봉투 또는  
리포트)이 있는 경우 (Windows) 또는 (OS X)를  
클릭하여 해당 패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패널에서 설정을 승인하고 다음 패널(레이블,  
봉투 및 리포트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계속하기

계속 또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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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을 완료하면 완료를 클릭하여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7. 컴퓨터 또는 터치 장비에서 설계된 레이아웃에 대해 필드를 레이아웃에 추가합니다. 

57페이지의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도구 및 명령을 사용하여 추가로 레이아웃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81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대상체로 작업하기” 및 89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필드로 작업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1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의 첫 번째 패널에서 레이아웃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완료를  
클릭하는 경우 FileMaker Pro는 빈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빈 레이아웃은 필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레이아웃 모드에서 원하는 필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빈 레이아웃은 복잡한 레이아웃을 
위한 바람직한 시작점이 됩니다(예: 데이터 입력 화면 또는 편지 양식).

1 생성하는 각 레이아웃에는 레이아웃 테마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이 현재  
레이아웃과 동일한 유형(컴퓨터, 터치 장비 또는 프린터)인 경우 새로운 레이아웃에 동일한  
테마가 지정됩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이 다른 유형인 경우 적절한 기본 테마가 지정됩니다.

레이아웃 유형 정보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을 사용하여 아래 설명된 여러 레이아웃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및 리포트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

컴퓨터 레이아웃은 대부분의 랩탑 및 데스크탑 컴퓨터 화면의 크기 내에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선택한 후에 레이아웃을 표시하려는 보기(형식 보기, 목록 보기 또는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거나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아래 “리포트” 참조). 지원을 완료한 후에  
레이아웃에 원하는 필드와 모든 레이아웃 대상체 및 장식을 추가합니다.

컴퓨터 레이아웃의 기본 테마는 개선됨입니다.

터치 장비

터치 장비 레이아웃은 iPad, iPad mini, iPhone 3.5형, iPhone 4형을 포함한 터치 호환 입력 장비  
또는 지원을 완료한 후에 사용자화한 크기가 있는 장비에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터치 장비를 선택한 후에 레이아웃을 표시하려는 보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 방향 
(가로 또는 세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완료한 후에 레이아웃에 원하는 필드와 모든  
레이아웃 대상체 및 장식을 추가합니다.

터치 장비 레이아웃의 기본 테마는 개선됨(터치)입니다.

프린터

프린터 레이아웃은 레이블(가로 또는 세로), 봉투 및 리포트의 데이터를 프린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레이아웃 선택사항은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패널에서 설정을 승인하고 이전 패널(레이블,  
봉투 및 리포트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수 있음)로  
돌아가기

뒤로를 클릭합니다.

선택을 저장하지 않고 지원 닫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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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레이아웃의 기본 테마는 개선됨(프린트)입니다.

레이블

레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레이블 크기 중 하나로 프린트하도록 선택하는 필드를  
배열합니다. (FileMaker Pro는 다수의 표준 레이블 유형의 크기를 포함합니다.) 원하는 레이블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설정 레이블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프린트(또는 미리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  
또는 데이터 찾기를 위해 다른 레이아웃 유형을 사용합니다.)
 

레이블 레이아웃 및 레이블 프린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46페이지의 “레이블 및 봉투 프린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세로 레이블

레이블이 세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로 레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아시아 문자 및 전각 문자가  
회전됩니다.

세로 쓰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98페이지의 “세로 쓰기에 대해 필드 및 텍스트 포맷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모드의 레이블

미리보기 모드의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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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봉투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선택한 필드를 프린트하며 표준 “Number 10” 비즈니스 봉투에  
프린트하도록 정렬됩니다. 데이터를 프린트(또는 미리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 또는 데이터 찾기를 위해 다른 레이아웃 유형을 사용합니다.)

봉투 레이아웃 및 봉투에서 프린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46페이지의 “레이블 및 봉투 프린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리포트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리포트 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간단한 행과 열로 리포트 레이아웃(이전에 목록 보기 레이아웃이라고 했던 사전 정의된 레이아웃  
유형) 또는 지정된 값으로 그룹화된 데이터가 있는 소계 및 총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필드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레코드를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그룹으로  
데이터를 소계 또는 하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판매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각 지역별 소계 매출을 소계합니다.)

지원에서 리포트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선택하여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리포트에서 소계 및 총계를 포함합니다.

1 고정 텍스트(회사 이름), 동적 텍스트(페이지 번호나 현재 날짜) 또는 그래픽(회사 로고)을  
포함한 머리말과 꼬리말 부분을 추가합니다.

1 정렬하여 레코드를 그룹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으로 데이터를 소계하거나 하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판매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각 지역별로 판매를 소개합니다.)

1 스크립트에 정보를 저장하여 리포트를 다시 실행합니다(예를 들어 리포트 레이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지원을 완료한 후 이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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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테마로 작업하기
FileMaker Pro 테마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이나 리포트의 모양을 향상시키고 모든 레이아웃에 일관된 
모양을 부여합니다. 테마는 배경 색상, 필드 테두리와 채우기 및 필드 안팎의 텍스트 속성을 포함하
여 레이아웃의 특징에 영향을 줍니다. 테마는 필드나 대상체의 위치나 동작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기존 레이아웃의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테마 변경하기: 

1. 변경할 레이아웃을 표시합니다.

2.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 메뉴 > 테마 변경을 선택하거나 레이아웃 막대에서 를  
클릭합니다.

3. 각 테마의 미리보기를 표시하기 위해 레이아웃 테마 목록에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1 이 파일에서 테마를 적용하려면 레이아웃 테마 목록에서 테마를 선택하여 각 테마의  
미리보기를 표시합니다.

1 다른 FileMaker Pro 파일에서 테마를 적용하려면 테마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오려는  
테마를 포함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테마 가져오기 대화상자에서 하나  
이상의 테마를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 테마 목록에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4. 승인을 클릭하여 선택된 테마를 현재 레이아웃에 적용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레이아웃의 테마를 변경하면 FileMaker Pro는 새로운 테마의 속성을 다음을 제외한 레이아웃의  
모든 대상체에 적용합니다.

1 서체와 서체 크기는 원래 레이아웃이나 테마에서 유지됩니다.

1 FileMaker Pro 12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여 생성된 버튼은 원래 포맷을 유지합니다.

1 이미지로 가득 찬 레이아웃 배경의 대상체 또는 이미지로 가득 찬 레이아웃 배경은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1 테마가 레이아웃에 적용된 후에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레이아웃 부분과 레이아웃  
대상체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레이아웃이 FileMaker Pro 12 이전의 버전으로 생성된 레이아웃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려면  
기본에서 클래식 테마를 선택합니다.

1 FileMaker Go에서 사용될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있는 경우, 터치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프린트될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경우, 프린트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레이아웃 대상체 스타일, 레이아웃 부분 및 레이아웃 배경은 레이아웃 테마에서 제어됩니다.  
미리 정의된 테마가 원하는 스타일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설정 테마를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의 “레이아웃 대상체, 부분 및 배경 스타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열 형태로 레코드 프린트하기
이름과 주소의 디렉토리와 같은 레코드를 열 형태로 프린트(또는 미리보기)하도록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열 형태로 프린트하도록 설정하면 한 레코드에 대한 모든 필드 값 
(및 레이블, 지정된 경우)은 블록에 함께 프린트되고(레이블처럼) 다음 레코드에 대한 모든 값이  
함께 프린트됩니다. 레이아웃과 미리보기 모드 그리고 프린트할 때만 다중 열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 모드나 찾기 모드에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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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전체에서 또는 페이지 아래에서 열을 배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열 설정하기 

1. 프린터 및 프린트 또는 페이지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Pro는 레이아웃에서 여백과 다른 측정을 계산할 때 선택된 프린터, 프린트 설정이나  
페이지 설정 정보를 고려합니다.

2.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을 생성하거나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빈 레이아웃 또는 본문 부분에 대상체가 없는 레이아웃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3. 레이아웃 메뉴 > 레이아웃 설정을 선택합니다.

4. 레이아웃 설정 대화상자에서 프린트 탭을 클릭하고 <값>열로 프린트를 선택하고 해당 열에  
대한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5. 레이아웃에서 열을 나타내는 세로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열의 수 지정하기 <값> 열로 프린트에 대해 1부터 9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페이지를 가로읽기 방향으로 정렬하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한 행)

가로 우선을 선택합니다. 

가장 적은 행의 수를 사용하고 레이블 스톡을 유지하기 위한  
레이블과 같은 리포트에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페이지를 세로읽기 방향으로 정렬하기 
(상단에서 하단으로 한 번에 한 열)

세로 우선을 선택합니다.

상단에서 하단으로, 열 대 열로 읽는 목록과 같은 리포트에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세로 우선

1

2

3

4

5

6

7

8

1

3

5

7

2

4

6

8

가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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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왼쪽에서 샘플 열에 포함되도록 필드와 다른 레이아웃 대상체를 배치하거나 정렬합니다.

데이터를 열의 너비에 맞추기 위해 병합 필드 또는 슬라이딩이 활성화된 필드나 대상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거나 프린트할 때 필드는 두 번째 열의  
회색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고 필드에서 공백은 제거됩니다. 

열의 너비 변경하기
각 열의 초기 너비는 설정한 용지 크기, 방향 및 설정한 여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열의 너비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열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 FileMaker Pro는 고정된 여백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의한 용지 크기의  
너비 안에 맞도록 열의 너비를 조정합니다. 샘플 열 안에 맞도록 필드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레코드 프린트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열의 너비를 대화식으로 조정하기 오른쪽 열 경계선(샘플 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세로 파선)을 드래그합니다.  
열을 넓히는 경우 프린트하지 않는 “제본용 여백” 영역을 나타내는 중간 회색  
영역이 보입니다.

열의 너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조정하기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합니다. 위치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열 경계 위로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열 너비를 드래그하지 않도록 
주의) 크기 영역에서 열 너비 값을 읽습니다. 

드래그하여 수동으로  
열 너비 조절 

샘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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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대상체로 작업하기
대상체는 필드, 텍스트, 그래픽 대상체(예: 타원 또는 가져온 그림), 버튼, 포털(관련 레코드의 행을  
표시하기 위한), 탭 제어 또는 슬라이드 제어, 팝오버 버튼 및 팝오버, 차트 또는 웹 뷰어와 같은 특정 
요소로서 선택, 크기 조절, 삭제, 복사, 포맷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체를 레이아웃에  
배치하여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작업하는 대상체의 각 유형에 대해 상태 도구 막대에서 특정 도구를 사용합니다.

참고   도큐멘트 윈도우 상단에서 상태 도구 막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태 도구 막대가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확인한 다음 도큐멘트 윈도우의 왼쪽 하단에서 상태 도구  
막대 제어 버튼 을 클릭합니다(또는 보기 메뉴 > 상태 도구 막대를 선택합니다).

패널 제어 및 팝오버로 데이터 구성하기
탭 제어, 슬라이드 제어 및 팝오버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제품의 범주에 대해 탭 패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탭 제어를 생성하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삽입 메뉴 > 탭 제어를 선택하거나 탭 제어 도구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모드의 상태 도구 막대(Windows)

레이아웃 모드의 상태 도구 막대(OS X)

탭 제어 

다른 탭 패널을 표시하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탭 패널

탐색 모드의 탭 제어

탭 제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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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라이드 제어를 생성하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삽입 메뉴 > 슬라이드 제어를 선택하거나  
슬라이드 제어 도구를 클릭합니다. 

1 팝오버를 생성하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삽입 메뉴 > 팝오버 버튼을 선택하거나 팝오버 버튼  
도구를 클릭합니다. 

탭 제어, 슬라이드 제어 및 팝오버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슬라이드 제어 

다른 슬라이드 패널을 표시하려면 점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패널

탐색 모드의 슬라이드 제어

슬라이드 제어 도구

팝오버팝오버 버튼—팝오버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팝오버 버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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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대상체 포맷하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대상체의 설정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은 포맷의 
각각의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인터를 각 탭의 옵션 위에 올려 놓으면 동작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 보기 열기:

1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합니다.

1 보기 메뉴 >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정보 보기 윈도우를 열면 레이아웃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보기  
윈도우의 데이터 탭과 다른 정보 보기 윈도우의 모양 탭을 표시하여 각 탭의 옵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보기 윈도우를 열려면 보기 메뉴 > 새로운 정보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정보 보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대상체의 다른 측면의 포맷을  
지정하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에 대상체 위치에 대한 
설정을 입력합니다

대상체를 윈도우의 상단, 하단,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탐색 또는   
찾기 모드에서)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미리보기 모드 또는  
프린트 시) 고정합니다  

대상체의 상대 위치 및  
대상체 크기 조절에 대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대상체 프린트 및  
미리보기에 대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격자로 작업하기에 대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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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대상체 배치하기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에 있는 대상체를 정확하게 배치하거나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FileMaker Pro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할 때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가로 또는 세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설정은 페이지 크기가 보여지거나 프린트되는 
레이아웃 크기보다 넓을 때 미리보기 모드 및 프린트에도 적용됩니다.

레이아웃 대상체가 크기 조절이 되도록 설정되면 대상체에서 대상체가 고정된 곳까지 일정 거리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FileMaker Pro 윈도우의 크기가 조절될 때 대상체를 이동, 확장 또는 축소하도록 
허용됩니다.

고정 지점은 레이아웃, 여백 또는 대상체가 있는 컨테이너 여백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체는  
레이아웃 또는 페이지의 상단과 왼쪽 모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체 정확하게 배치 또는 크기 조절하기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대상체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대상체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위치를 클릭합니다.

3. 위치 영역에서 필드 중 하나에 새로운 값을 입력합니다.

4. 다음 필드 중 하나에 새로운 값을 입력합니다.

값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필드가 선택된 대상체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거나(예: 가로선에는 
높이가 없음) 선택 부분이 잠겨 있습니다.

5.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밖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참고   측정 단위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눈금자를 오른쪽 클릭하고 단축키 메뉴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1 가로 및 세로 규칙이 맞는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을 클릭합니다.

1 정보 보기에서 많은 옵션 옆에 나타나는 측정 단위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에서 크기 조절 또는 이동하도록 대상체 허용하기

레이아웃 대상체가 크기 조절이 되도록 설정되면 대상체에서 대상체가 고정된 곳까지 일정 거리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FileMaker Pro 윈도우의 크기가 조절될 때 대상체를 이동, 확장 또는 축소하도록 
허용됩니다.

필드 표시

이름 선택된 대상체의 이름(옵션). 대상체 및 그룹화된 대상체에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크립트 단계 및 함수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동작할 대상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왼쪽 선택 항목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레이아웃의 왼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상단 선택 항목의 상단으로부터 레이아웃의 상단까지의 거리.

오른쪽 선택 항목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레이아웃의 왼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하단 선택 항목의 하단으로부터 레이아웃의 상단까지의 거리.

너비 대상체의 너비.

높이 대상체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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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점은 레이아웃, 여백 또는 대상체가 있는 컨테이너 여백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체는  
레이아웃 또는 페이지의 상단과 왼쪽 모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FileMaker Pro 윈도우의 크기가 조절될 때 대상체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하도록 허용하기:

1.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에 있는 하나 이상의 대상체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대상체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위치를 클릭합니다.

3. 자동 크기 조절 영역에서 레이아웃 또는 컨테이너에 고정되게 하려는 대상체의 옆쪽을 나타내는 
선을 선택합니다. 

참고   패널 컨테이너, 팝오버 또는 레이아웃의 포털(예: 탭 패널에 위치한 필드)에 위치한 대상체는 
패널 컨테이너, 팝오버 또는 이들이 속한 포털에서 크기 조절 설정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중요사항   나란히 위치하고 있거나 세로로 쌓여 있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나 상단과 하단 여백에 
고정된 여러 대상체는 윈도우 또는 컨테이너 여백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됩니다.  
그러므로 인접한 대상체는 서로 상대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윈도우가 크기 조절될 때 겹쳐집니다.

대상체를 설정하여 크기 조절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체를 정확하게 배치하기
FileMaker Pro는 레이아웃 모드에서 대상체를 정확하게 생성, 크기 조절, 모양 변경, 이동 및 위치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도구를 제공합니다.

참고   레이아웃 모드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보거나 가리려면 보기 메뉴 > 페이지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눈금자

눈금자를 표시하면 레이아웃의 모서리를 따라 가로 및 세로 눈금자를 표시합니다. 각 눈금자의  
가이드는 레이아웃에서 포인터를 이동할 때 포인터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눈금자를 표시하려면 보기 메뉴 > 눈금자를 선택하십시오.

1 눈금자를 가리려면 보기 메뉴 > 눈금자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격자

격자를 표시하면 프린트되지 않는 일련의 교차 세로 및 가로선을 표시합니다. 눈금은 생성한  
대상체를 정렬, 크기 변경, 이동 또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대상체는 격자에 “정렬”되어 대상체를  
보다 정확하게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를 변경하면 격자선이 조정됩니다.

격자를 표시하거나 가리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정보 보기에서 위치 탭을 클릭합니다. 격자 영역에서 격자 보기를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합니다.

1 보기 메뉴 > 격자 > 격자 보기를 선택합니다. 격자를 가리려면 격자 보기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고정되게 하려는 
대상체의 옆쪽 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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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가이드는 동일한 레이아웃 및 여러 레이아웃에서 대상체를 정렬하도록 도와줍니다.

작업 방법

세로 가이드 생성 세로 눈금자에서 밖으로 드래그합니다(눈금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메뉴 >  
눈금자를 선택합니다).

가로 가이드 생성 가로 눈금자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눈금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보기 메뉴 >  
눈금자를 선택합니다).

가이드 이동 새로운 위치로 가이드를 드래그합니다.

가이드가 잠겨 있는 경우 이동하기 전에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생성 또는 편집한 다른  
레이아웃의 가이드 사용

가이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모든 레이아웃과 가이드 공유를 선택합니다.  
다른 레이아웃과 공유된 가이드는 현재 레이아웃만을 위해 사용된 가이드와  
다른 색상입니다.

현재 레이아웃과만 공유된 가이드를 사용하려면 가이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모든 레이아웃과 가이드 공유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가이드 잠그기 가이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가이드 잠그기를 선택합니다. 잠긴 가이드는  
잠금 해제된 가이드와 다른 색상입니다.

가이드를 잠금 해제하려면 가이드 잠그기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가이드 제거 가로 가이드를 다시 가로 눈금자로 또는 세로 가이드를 다시 세로 눈금자로  
드래그합니다.

또는 가이드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가이드 제거를 선택합니다.

가이드 보기 또는 가리기 가이드를 보려면 보기 메뉴 > 가이드 > 가이드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가이드를  
가리려면 가이드 보기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자동 정렬” 효과 켜기 또는  
끄기

보기 메뉴 > 가이드 > 가이드에 맞춤을 선택합니다. 끄려면 가이드에 맞춤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가이드가 가려져도 대상체가 가이드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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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가이드

대상체를 드래그하여 레이아웃에서 이동, 크기 조절 및 배치하면 동적 가이드가 대상체에 또는  
근처에 나타나서 좀 더 정확하게 생성 및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적 가이드는 또한 이동,  
크기 조절 또는 배치할 때 상단 및 하단 경계와 대상체의 중간을 “맞춥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대상체를 이동할 때 또한 동적 가이드가 나타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동할 때  
대상체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동적 가이드 사용하기:

1 동적 가이드를 켜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보기 메뉴 > 동적 가이드를 선택하십시오.

1 동적 가이드를 끄려면 보기 메뉴 > 동적 가이드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스크린 스텐실 

iPad, iPhone 및 일반적인 데스크탑 해상도에 최상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크기로 스크린 스텐실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스텐실을 표시하려면 레이아웃 막대에서 스크린 스텐실 의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크기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에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스크린 스텐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스텐실을 생성하려면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크기를 선택합니다. 

동적 가이드 

가이드
스크린 스텐실

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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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선택하기
레이아웃에서 대상체와 함께 작업하려면 레이아웃 모드에서 대상체를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대상체 주위에 작은 사각형 또는 핸들이 나타납니다.

참고   대상체의 선택 핸들이 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대상체는 잠겨 있는 것입니다.

대상체를 선택하려면 상태 도구 막대에서 선택 도구 를 클릭하십시오. 포인터가 화살표 포인터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레이아웃에서 대상체로 작업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레이아웃 모드에서의 방법

하나의 대상체 선택 화살표 포인터로 대상체를 클릭합니다. (대상체가 투명한 경우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여러 대상체를  
한 번에 선택

화살표 포인터를 드래그하여 대상체를 포함한 선택 상자를 만듭니다. 선택 상자가 대상체를 
완전히 둘러쌀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체가 일부만 선택되는 것을 피하려면 드래그할 때 
Ctrl(Windows) 또는 2(OS X)를 누르십시오.

또는 Shift를 눌러 각 대상체를 개별적으로 클릭하십시오. 

레이아웃에서 모든  
대상체 선택

편집 메뉴 >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모든  
대상체를 선택합니다 
(예: 모든 텍스트 대상체 
또는 모든 직사각형) 

대상체 유형에 대한 도구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편집 메뉴 > 모두 선택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은 버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는 화살표 포인터로 필드를 클릭하고 Shift(Windows) 또는 Option(OS X)을 누르고  
편집 메뉴 > 모두 선택(Windows) 또는 동일 선택(OS X)을 선택합니다.

모든 필드 선택 화살표 포인터로 필드를 클릭하고 Shift(Windows) 또는 Option(OS X)을 누르고 편집 메뉴 > 
모두 선택(Windows) 또는 동일 선택(OS X)을 선택합니다.

포털 선택 화살표 포인터로 포털의 테두리 또는 필드나 대상체를 포함하지 않는 포털 내 영역을  
클릭합니다.

탭 제어 또는  
슬라이드 제어,  
탭 패널 또는 슬라이드 
패널 및 탭 패널 또는  
슬라이드 패널에서  
대상체 선택

탭 제어 및 슬라이드 제어 생성 및 작업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팝오버 버튼, 팝오버 및 
팝오버에서 대상체 선택

팝오버 버튼 및 팝오버 생성 및 작업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대상체 선택 해
제

레이아웃의 빈 영역 또는 상태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또는 Shift를 누르고  
선택된 대상체를 클릭합니다.

선택된 대상체 주위의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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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필드로 작업하기
필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 후에 레이아웃에서 필드를 배치하고, 표시하고 싶지 않은 필드를  
제거하고, 필드에 입력한 데이터의 제어 설정을 결정하며, 표시하려는 데이터의 포맷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필드는 대상체이며 선택, 이동, 크기 조절 및 모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각 필드는 서체, 크기, 스타일, 정렬, 줄 간격 및 색상에 대한 속성으로 포맷된 필드 이름을 
표시합니다. 탐색 모드에서 데이터가 나타나는 위치를 나타내고 필드를 정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컨테이너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는 텍스트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참고   필드가 레이아웃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를 삭제하지 않는 한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여 데이터를 계산 및 요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필드 배치 및 제거하기
레이아웃 어느 곳에든 원하는 횟수 만큼 필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필드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의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에 같은 필드를 다른 위치에 배치하여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요약 필드를 하위 요약 부분으로 추가하여 정렬된 레코드의 각 그룹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총 요약 부분으로 추가하여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에 대한 합계를 구합니다.

1 필드를 머리말이나 꼬리말 부분으로 추가하여 페이지에서 첫 번째 레코드나 마지막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머리말이나 꼬리말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성 필드를 디렉토리에서 머리말로  
추가합니다.)

1 같은 관련 필드를 레이아웃에 직접 추가하여 첫 번째 관련 레코드에서 필드 값을 보거나 포털  
내부로 추가하여 하나 이상의 관련 레코드에서 값을 봅니다. (포털은 관련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표시하는 레이아웃 대상체입니다.)

필드는 필드 
이름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기준선 

필드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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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 필드 배치하기

1. 레이아웃 모드의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서 함께 작업하고 싶은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상태 도구 막대의 필드 도구 에서 필드를 레이아웃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필드를 레이아웃으로 드래그할 때 필드를 레이아웃에서 다른 대상체와 정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테두리와 텍스트 기준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가 원하는 위치에 있을 때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1 필드를 추가 및 크기 조절하려면 상태 도구 막대에서 필드/제어 도구 를 클릭합니다.  
십자선을 드래그하여 필드를 그립니다.

1 드롭다운 목록, 팝업 메뉴, 체크상자 세트, 라디오 버튼 세트 또는 드롭다운 캘린더에서 필드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필드/제어 도구 (Windows)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필드/제어  
도구 (OS X)를 클릭한 상태로 필드나 제어 유형을 선택하여 레이아웃에 추가합니다.  
십자선을 드래그하여 필드를 그립니다. 필드의 값 목록을 포맷 지정하고 선택하려면 91페이지
의 “체크상자 세트 및 레이아웃의 기타 제어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포털에 관련 필드를 배치하는 경우 포털의 첫 번째 행에 배치합니다. 포털에서 각 필드가  
포털이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동일한 관련 테이블에서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3. 필드 지정 대화상자에서 배치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필드를 선택하려면 필드 목록 위의 테이블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또는 테이블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선택하거나 를 클릭하여 관계 또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118페이지의 “관계 생성하기” 참조). 

4. 레이아웃에 텍스트로 필드 이름을 포함하려면 레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5. 승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레코드에서 샘플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보기 메뉴 > 보기 >  
샘플 데이터를 선택하여) 레이아웃의 필드에서 필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테이블에서  
필드는 ::필드 이름(두 개의 콜론이 앞에 옴)으로 나타납니다.

필드를 다른 필드로 대치하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필드를 이중 클릭한 다음 필드 지정 대화상자에서 다른 필드 이름을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추가하려면
필드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필드 레이블로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다른 테이블의 
필드를 배치하려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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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필드 제거하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필드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백스페이스 또는 Delete를 누르거나 편집 메뉴 >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에서 필드를 제거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체크상자 세트 및 레이아웃의 기타 제어 설정하기
필드를 드롭다운 목록, 팝업 메뉴, 체크상자, 라디오 버튼 및 드롭다운 캘린더로 표시하도록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유형 데이터로 가능한 일치를 제안하여 필드를 자동 완성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옵션 모두 데이터 입력에 도움이 됩니다.

필드를 설정하여 팝업 메뉴, 체크상자 세트 또는 다른 제어 표시하기: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1 필드가 이미 레이아웃에 있지 않은 경우 89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필드 배치 및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필드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새로운  
필드를 정의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필드 영역에서 원하는 제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1 편집 상자

1 드롭다운 목록

1 팝업 메뉴

1 체크상자 세트

1 라디오 버튼 세트

1 드롭다운 캘린더

예를 들어, 라디오 버튼 세트를 사용하여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 숫자, 날짜 또는 시간 값의  
값 목록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입력 중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정의된 값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어 유형을 선택하면 정보 보기에서 다른 옵션이 보입니다.

4. 값 목록에서 원하는 값 목록을 선택합니다.

값 목록을 생성하려면 값 목록 옆에 있는 을 클릭하십시오.

범주 필드에 연결된 값 목록

데이터 입력 중에  
값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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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는 경우 값 목록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제어 유형에 대해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한 경우 필드를 콤보 상자로 포맷을 지정하면 목록을  
표시하고 가릴 화살표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제어가 편집 상자에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하거나 가립니다.

값 목록에서 정의된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값의 입력 허용을 
선택합니다. 

필드에서 사용자 유형 데이터로 가능한 일치를 제안하도록 필드를 설정하려면 기존 값을  
사용하여 자동 완성 또는 값 목록을 사용하여 자동 완성을 선택합니다.

6. 다른 필드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다음의 데이터 표시 옆에 있는 을 클릭하십시오.

필드 지정 대화상자에서 데이터를 표시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에 텍스트로 필드 이름을 
포함하려면 레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승인을 클릭합니다.

7. 레이아웃을 저장합니다.

값 목록 생성 및 제어 스타일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필드 배치 위치 결정 
레이아웃이나 포털에 직접 관련 필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에서 바로 배치: 레이아웃에 관련 필드를 바로 배치하여 관계 조건에 일치하는 관련  
레코드가 하나 이상 있더라도 첫 번째 관련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표시된 첫 번째  
관련 레코드는 관계가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118페이지의 “
관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포털에서 배치: 관련 필드를 레이아웃의 포털 내에 배치하여 관계 조건과 일치하는 모든 관련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포털에서 관련 필드를 배치할 때와 같은 예제는 도움말을 참조
하십시오.

참고   레이아웃에 관련 필드를 배치하기 전에 제 4장, “관련 테이블 및 파일로 작업하기”에서 제시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병합 필드 정보 
병합 필드를 사용하여 편지 형식, 레이블, 봉투 또는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필드 데이터와 텍스트를 
결합시킵니다. 텍스트 블록으로 병합 필드를 생성하는 데 이것을 사용하면 고정 텍스트와 필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 필드는 각 레코드에 대해 텍스트의 양을 필드에 맞추기 위해 축소하거나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병합 필드가 텍스트 에게와 콤마 앞에 있을 때(<<이름>>에게,) 이름 필드가 철수를  
포함하는 경우 FileMaker Pro는 탐색 모드나 미리보기 모드에서 철수에게,를 표시합니다.

1 병합 필드가 한 줄에 있을 때(예: 메일 레이블에서 빈 주소 줄 2) FileMaker Pro는 텍스트 블록에서 
빈 줄을 제거합니다. 

FileMaker Pro는 병합 필드를 사용하여 레이블 및 봉투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참고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병합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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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서 필드 데이터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 필드 포맷을 사용하여 레이아웃에 데이터가 나타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포맷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으며 레이아웃(동일한 레이아웃  
또는 다른 레이아웃)에 필드를 배치할 때마다 다른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필드에  –5123을 입력하는 경우 한 곳에서는 –₩5,123으로, 다른 곳에서는 <5123>으로  
표시하도록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포맷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파일이 생성될 때 FileMaker Pro는 시계, 언어 및 국가별 옵션  
제어판(Windows) 또는 시스템 환경설정의 언어 및 텍스트 패널(OS X)에서 시스템 포맷을 기반으로 
한 숫자,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필드의 텍스트 포맷 지정하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각 필드에 대해 텍스트 문자 속성 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해당  
인스턴스에서 모든 문자(반복되는 필드의 모든 반복 포함)는 서체, 크기, 스타일, 색상, 선 간격, 탭 및 
단락 설정을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참고   탐색 모드에서 텍스트 필드의 문자 포맷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예: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이탤릭체 또는 밑줄체 적용). 레이아웃 모드에서 지정된 텍스트 포맷과 달리 이 포맷은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어 해당 필드를 표시하는 모든 레이아웃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모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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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하려는 포맷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영역을 사용하여 텍스트 스타일, 크기, 서체 및 색상 포맷을 지정하고 텍스트에 강조 표시, 
볼드체, 이탤릭체 또는 밑줄체를 적용합니다. 단락 영역을 사용하여 필드에 대한 단락 정렬,  
들여쓰기 및 선 간격을 설정합니다. 탭 섹션을 사용하여 탭 중단을 배치 및 정렬하고 채우기  
문자를 생성하여 탭 들여쓰기의 너비를 채웁니다.

4.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바깥 부분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필드의 텍스트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서체, 스타일, 크기 및  
색상 지정텍스트 강조 표시  

세로 및 가로 정렬,   
줄 간격 및  

단락 들어쓰기 설정  

탭 위치 및  
정렬 설정

탭을 채울 문자 입력

텍스트 기준선의 
옵션 지정 라디오 버튼 및 체크상자로 

텍스트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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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포함한 필드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가 숫자 필드, 숫자로 된 결과가 있는 계산 필드 및 요약 필드에 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숫자 값을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데이터 포맷 지정 영역에서 숫자 를 클릭합니다.

4. 포맷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숫자 포맷을 선택한 다음 숫자 필드에 대해 추가 포맷을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옵션은 선택하는 포맷에 따라 다릅니다.

5.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바깥 부분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숫자를 포함하는 필드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날짜 필드의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에서 날짜 필드 및 날짜 결과가 있는 계산 필드에 값이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레이아웃 모드에 날짜 필드의 포맷을 지정해도 탐색 모드에서 필드 안을 클릭하거나  
살짝 누를 때마다 FileMaker Pro가 4자리 연도로 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FileMaker는 항상 4자리  
연도로 된 날짜를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2자리 연도로 된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 4자리 연도로  
변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의 “2자리 연도로 된 날짜의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날짜 필드 또는 날짜 결과가 있는 계산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데이터 포맷 지정 영역에서 날짜 를 클릭합니다.

부울 또는 10진수,  
통화 및 백분율에 대한  
옵션 선택

다른 일본어 숫자 유형을  
표시하기 위한 옵션 설정

통화 및 음수 값에   
대한 옵션 설정  

현재 시스템 포맷을  
사용하여 숫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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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맷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날짜 포맷을 선택한 다음 날짜 필드에 대해 추가 포맷을 선택합니다.

참고   날짜에 대해 현재 시스템 포맷을 사용하여 날짜 포맷을 지정하려면 포맷에서 짧은 시스템 
날짜 또는 긴 시스템 날짜를 선택합니다. 

5.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밖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날짜 필드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필드의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에서 필드에 시간 값이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시간 필드 또는 시간 결과가 있는 계산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데이터 포맷 지정 영역에서 시간 을 클릭합니다.

4. 포맷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시간 포맷을 선택한 다음 시간 필드에 대해 추가 포맷을 선택합니다.

초가 소수점 자리로 표시되도록 초 구성요소의 포맷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의 포맷을 지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 6단계를 건너뜁니다.

일, 월, 연도 구분자  
문자에 대한 옵션 선택

일본식 날짜 표시를  
위한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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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포맷 지정 영역에서 숫자 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포맷 지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초 구성요소의 표시에는 고정 소수점 이하 수 및 소수점(구분자의 오른쪽에 있음)의 두 가지 옵션
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시간에 대해 현재 시스템 포맷을 사용하여 시간 포맷을 지정하려면 포맷에서 짧은 시스템 
시간 또는 긴 시스템 시간을 선택합니다. 

6.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밖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시간 필드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타임스탬프 필드의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에서 필드에 타임스탬프 값이 표시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초 부분 제외) 및 초(밀리초 포함)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포맷을 별도로 지정하여 타임스탬프  
필드의 포맷을 지정합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타임스탬프 필드 또는 타임스탬프 결과가 있는 계산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날짜 구성요소의 포맷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포맷 영역에서 날짜 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포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4. 시간 구성요소(초 부분 제외)의 포맷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포맷 영역에서 시간 을 클릭하고  
원하는 포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일본식 시간 표시를  
위한 옵션 선택  

시간을 입력한 대로,  
미리 지정된 포맷으로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포맷으로 
표시하려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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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 및 소수점 자리 초 구성요소의 포맷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포맷 영역에서 숫자 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포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초 구성요소의 표시에는 고정 소수점 이하 수 및 소수점(구분자의 오른쪽에 있음)의 두 가지 옵션
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Enter 또는 Tab을 누르거나 정보 보기 밖을 눌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참고   어떤 포맷이 적용되기 전에 날짜 및 시간 구성요소의 포맷을 지정해야 합니다. 날짜 또는  
시간에 대해 입력한 대로를 선택하는 경우 타임스탬프 필드의 데이터가 입력한 대로 나타납니다.

타임스탬프 필드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필드의 포맷 지정하기

FileMaker Pro가 컨테이너 필드에서 이미지와 파일 아이콘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 지침은 또한 사용자가 레이아웃에 삽입하는 그래픽 대상체의 포맷 지정에도 적용됩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 필드 또는 삽입된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데이터 포맷 영역에서 그래픽 을 클릭한 다음 사용하려는 포맷을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필드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세로 쓰기에 대해 필드 및 텍스트 포맷 지정하기

운영체제가 일본어 텍스트 입력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로 쓰기 포맷으로 일본어  
텍스트를 표시하는 필드 대상체 및 텍스트 대상체의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 쓰기에서  
연속적인 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로 표시하면서 문자를 상단에서 하단으로 표시하고  
읽습니다. 이것은 레이블에 주소를 프린트할 때 유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한 다음 포맷 메뉴 > 방향 > 옆으로(아시아 텍스트 전용)를 선택하면 문자가 
필드 내에서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필드 자체는 회전되지 않습니다. 선택된 필드를 
회전하려면 배열 메뉴 > 회전을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프린트하려는 방법에 따라 레이아웃의 페이지 방향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파일 메뉴 > 인쇄 설정(Windows) 또는 페이지 설정(OS X)을 선택하고 페이지 방향을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필드 내에 가로로 그래픽을   
정렬하는 방법 선택  

프레임에 그래픽을 맞추는 방법 선택    

필드 내에 세로로 그래픽을  
정렬하는 방법 선택

사진 및 대화식 미디어 표시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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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쓰기를 위해 필드 및 텍스트의 포맷 지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필드에 입력 허용 또는 방지하기
필드로의 입력을 허용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드가 수정될 수 없도록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필드로 입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력될 수 없더라도 연속되는 번호를 찾도록 허용하는 
개별 탐색 및 찾기 모드 데이터 입력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로 입력을 허용하는 경우 탐색 모드 또는 찾기 모드의 필드를 클릭하거나 살짝 누를 때 필드의  
전체 콘텐츠가 선택되어 있는지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FileMaker Pro가 필드의 마지
막 문자 뒤로 삽입점을 배치합니다.

1. 레이아웃 모드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막대에서 정보 보기 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3. 동작 영역에서 필드 입력에 대해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에서 필드로 작업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부분으로 작업하기
FileMaker Pro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부분으로 나뉘며 이것은 필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표시되는지 결정하는 레이아웃의 섹션입니다. 부분을 사용하여 FileMake Pro가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각 레코드에 대해 한 번

1 각 페이지의 상단에서만

1 정렬된 레코드의 그룹 앞이나 뒤만(예: 레코드의 각 그룹에 대한 소계 포함)

각 레이아웃은 적어도 하나의 부분을 가져야만 합니다. 레이아웃 부분은 필드, 포털, 버튼, 텍스트,  
차트 및 다른 대상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회색 가로선은 레이아웃 부분 사이에 
구분을 표시합니다(부분 경계). 부분 레이블은 레이아웃의 왼쪽 여백이나 부분 경계 위의 부분에  
직접 나타납니다. 

부분은 레이아웃의 테마에 의해 정의된 스타일입니다. 정보 보기를 사용하여 부분 스타일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탐색 모드에서 필드에 입력 방지 탐색 모드를 지웁니다.

찾기 모드에서 필드에 입력 방지 찾기 모드를 지웁니다.

필드가 입력될 때 전체 필드의 콘텐츠 선택 입력의 전체 콘텐츠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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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은 선택에 따라 적절한 레이아웃 부분을 생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원
을 완료한 후에 레이아웃 부분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73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리포
트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본문

머리말

하위 요약 

후행 총계 

꼬리말

판매 리포트

본문 아래의 하위 요약은 분리 필드(판매원)에서     
정렬된 각 레코드 그룹에 대한 데이터를 요약합니다      

후행 총계 

꼬리말 가장 좋아하는 제과점 기밀 문서 2014 년 6 월

판매원 품목 수량 총 금액
David Michaels FB3 1 $3.95
David Michaels FB4 1 $17.50
David Michaels FB1 2 $19.90
David Michaels FB5 3 $52.50

총계 $93.85

Sophie Tang FB6 2 $39.00
Sophie Tang FB7 5 $77.50
Sophie Tang FB2 2 $45.00

총계 $161.50

전체 총계 $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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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부분 유형 정보
다음 테이블을 레이아웃 부분 유형을 설명합니다.

레이아웃에 요약 데이터를 포함하려면(예: 소계, 총계, 평균 개수 등) 요약 레이아웃 부분에 요약  
필드를 배치합니다(65페이지의 “요약 필드 생성하기” 참조). 요약 부분은 총 요약과 하위 요약  
부분을 포함합니다. 

1 총 요약 부분은 탐색되는 모든 레코드에 대한 요약 정보(예: 총합)를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요약 필드를 포함합니다.

1 하위 요약 부분은 레코드의 하위 집합에 대한 "하위 요약" 정보(예: 소계)를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요약 필드를 포함합니다. 레코드는 다른 필드, 분리 필드에 있는 값에 의해 그룹(정렬) 
됩니다. 필드 나누기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리포트는 "분리되고" FileMaker Pro는 하위 요약  
부분을 삽입합니다. 분리 필드에 의해 정렬될 때 소계 부분이 테이블 보기와 목록 보기에  
나타나고 파일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레이아웃에서 필드로 작업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대상체, 부분 및 배경 스타일로 작업하기
각 레이아웃 테마는 테마를 사용하는 동안 생성하는 대상체 및 레이아웃 부분에 대한 기본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레이아웃의 대상체 및 부분에 일관성 있는 모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상체 또는 부분을 생성할 때마다 포맷 속성을 다시 할당하는 시간을 저장합니다. 테마는  
또한 레이아웃 배경에 대한 기본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테마에는 일부 대상체에 대한 추가 기본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성요소가 있는  
대상체는 각 구성요소에 별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털에는 전체 대상체의 포맷을  
지정하는 포털 스타일 및 포털의 행만 포맷을 지정하는 포털: 행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설계하고 현재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체 또는 레이아웃 부분에 적용되는 스타일에 대한 포맷 속성을 편집하고  
저장할 때, 변경사항은 현재 레이아웃에서 해당 스타일을 사용하는 모든 대상체 및 부분에  
적용됩니다. 

사용자 설정 이름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생성하여 대상체, 레이아웃 부분 또는 현재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배경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및 저장하는 모든 스타일 또는 생성한 모든 사용자  
설정 스타일은 현재 레이아웃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레이아웃의 사용자 설정 스타일을 사용하려면 해당 스타일을 테마로 저장합니다. 사용자 설정 
스타일을 FileMaker Pro 테마로 저장하거나 새로운 사용자 설정 테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부분 설명

제목 머리말 첫 번째 화면이나 페이지의 상단에 한 번만 나타나고 일반 머리말을 대치합니다(지정되어 있는 경우). 
리포트에서 별도의 제목 페이지를 프린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하나의 제목 머리말
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말 모든 화면이나 페이지의 상단에 나타납니다(제목 머리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리말을 대신함). 제목이나 열 머리말에 대해 사용합니다(열 형식 리포트). 레이아웃에 하나의 머리말
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필드, 텍스트 대상체 및 그래픽을 포함하여 본문에 넣은 각 대상체는 찾기 세트에서 각 레코드에  
대해 한 번 나타납니다. 레이아웃에 하나의 본문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꼬리말 모든 화면이나 페이지의 하단에 나타납니다(제목 꼬리말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레이아웃에 하나의  
꼬리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꼬리말 첫 번째 화면이나 페이지의 하단에 한 번만 나타나고 일반 꼬리말을 대치합니다(지정되어 있는 경우). 
레이아웃에 하나의 제목 꼬리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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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된 스타일을 보고 적용하려면 정보 보기에서 스타일 탭을 사용합니다.

현재 테마의 이름  

현재 테마에 저장된 스타일

대상체 유형 

클릭하여 스타일 생성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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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일 및 테마를 생성하고 수정하려면 정보 보기에서 모양 탭을 사용합니다. 

회색 화살표는 모든 스타일이 테마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우기, 선 및 모서리 반경  
스타일 설정

그림자 및 대상체 안쪽   
여백 효과 설정  

빨간색 화살표는 스타일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레이아웃 레벨에 저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대상체 유형 

대상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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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및 사용자 설정 테마를 파일의 레이아웃에 적용하려면 테마 변경 대화상자를 사용합니다. 

1 파일에서 사용 중인 테마를 보고 다른 파일에서 테마를 가져오려면 테마 관리 대화상자를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대상체, 레이아웃 부분 및 레이아웃 배경을 위한 스타일로 작업하기 및 테마에 스타일  
저장하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범주에서 테마 선택  

다른 FileMaker Pro  
파일에서 테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테마에서 수행할  
동작 선택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테마 

각 테마를 사용하는  
레이아웃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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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생성 및 편집하기
FileMaker Pro의 다양한 차트 유형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그림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생성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 비교를 생각한 다음 비교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FileMaker Pro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차트 생성하기
다음 단계는 탐색 모드에서 FileMaker Pro가 선택된 필드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빠른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빠른 차트를 생성할 때 FileMaker Pro는 선택된 필드, 필드 유형,  
활성 필드의 내용 및 지정된 정렬 순서를 기반으로 차트를 설정합니다. 

참고   레이아웃 모드에서 차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 차트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는 사용자의 거래 계정이 있는 각 회사의 고객 수를 세어 비교하는 차트 생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차트를 추가하려는 파일을 연 다음 테이블 보기로 전환합니다.

2. 강조하려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열을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회사를 강조하려면 회사 열을 오른쪽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합니다. 

사용 작업

세로 막대형 차트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증가와 감소, 최고와 최저, 수량 또는 빈도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제품의  
월별 판매를 표시합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또는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

부분과 전체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에 걸쳐 연 매출 계산을 비교합니다.

양수/음수 세로 막대형  
차트

양수와 음수 값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과 적자를 비교합니다.

원형 차트 전체 내에 개별 부분의 백분율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 내에서 판매된  
각 제품의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꺽은선형 차트 과거 재무 데이터와 같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영역 차트 데이터 요소 간의 고, 저 및 이동을 강조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흐르는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총계 또는 평균을 표시합니다.

분산형 차트 상관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개별 값으로 x와 y 좌표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  
목표 대기 시간과 실제 대기 시간을 비교합니다.

거품형 차트 크기 면에서 개별 데이터 요소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된 제품 수, 제품당 매출액  
및 각 데이터 요소에서 총 매출의 비율을 비교하여 시장 점유율을 비교합니다.



제 3 장  |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106

3. 비교하려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각 회사의 고객 수를 비교하려면 성 열을 오른쪽 클릭하고 차트 > 회사별 성 차트를  
선택합니다.

차트 설정 대화상자가 각 회사의 고객 수를 표시하는 세로 막대형 차트의 미리보기와 함께  
나타납니다.

4. 오른쪽의 차트 정보 보기에서 설정을 선택하여 차트를 수정하고 차트 설정 대화상자에서 변경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 대해 이 옵션 및 기타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차트에 제목 추가 표시된 차트 옵션을 사용하여 제목에 대해 차트 제목을  
입력 또는 변경하거나 을 클릭하여 제목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별 계정”

차트 유형 선택 및 데이터 시리즈 지정 유형에서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원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변경하거나, 눈금 표시를 보이거나 
가리고, 눈금 표시 크기(적용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고, 데이터 포맷을 지정합니다.

추가 차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범례 보기,  
차트에서 값 보기 및 백분율을 선택합니다.

차트에서 색 구성표, 범례 또는 서체 변경 스타일을 클릭한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 유형은 그림자 효과-3D를, 색 구성표는 지구를,  
서체 설정은 Arial boldface black을 선택합니다.

차트가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지정(찾기 세트의  
레코드, 분리된 레코드 또는 관련 레코드)

데이터 원본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찾기 세트를 선택합니다.

차트 미리보기

차트 유형 및 데이터  
시리즈 지정

차트에 레코드 지정

차트 정보 보기에서 설정을   
변경하면 미리보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차트 모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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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아웃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종료를 클릭하십시오.

차트 편집하기

1. 레이아웃 팝업 메뉴에서 차트를 포함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모드로 전환하고 차트를 이중 클릭합니다.

3. 차트 정보 보기에서 차트 설정 대화상자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4. 차트 설정 대화상자를 닫으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5. 레이아웃 저장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종료를 클릭하십시오.

차트 생성 및 편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모드에서 레이아웃의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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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 작업의 기본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획

1 관계 생성 및 편집

1 검색 생성 및 편집

FileMaker Pro는 관련 테이블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의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곳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해당 변경사항이 관련 데이터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반영됩니다. 검색을  
사용하면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검색된 데이터가  
삽입되면 편집하거나 FileMaker Pro에서 다시 검색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최신의 상태에서 다른 (또는 현재)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의 현재 가격과 같이 관련 테이블의 현재 데이터가 필요할 때 관련 필드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관련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현재 테이블에서 해당 변경사항이 보입니다.

1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값을 가진 많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파일을 생성하는 대신 단일 값의 일치 항목을 저장하고 관계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곳에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데이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데이터가 한 곳에서만 저장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사용하여 관련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관계 데이터가 변경될 때에도 복사된 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을 사용하여 구입 시 항목의 가격을 청구서 테이블로  
복사합니다. 관련 테이블의 가격이 변경되더라도 청구서 테이블의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FileMaker Pro는 다른 FileMaker Pro 파일 및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 저장된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FileMaker Pro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러한 외부 원본의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ODBC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SQ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leMaker Pro의 추가 필드를 사용하여 ODBC 데이터 원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계산 및 요약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 사용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36페이지의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FileMaker Pro 사용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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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보
관계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관계를 사용하여 일반 필드 값, 다른 필드 값 또는  
두 개 이상의 필드 값을 비교하여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생성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관련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함께 사용될 때 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합니다. 각 데이터의 일치 항목은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저장되지만 
모든 관련 테이블에서 접근되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의 일치 항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관련 데이터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나타납니다.

1 검색을 정의하여 관련 테이블의 데이터를 대상 테이블의 필드로 복사합니다. 복사된 데이터가  
복사되어 대상 필드에 붙여진 것처럼 이제 두 위치에 저장됩니다. 검색된 데이터는 복사된 시점에
서는 최신이지만 일단 복사되면 다시 검색되거나 검색이 다시 트리거되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습니다.

12고객 ID

Tang성

12고객 ID

Tang성

12고객 ID

Tang성

검색은 관련 테이블에서의 데이터를 현재 테이블로 복사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테이블에서의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고 현재 테이블에서만 표시됩니다

12고객 ID

Tang성

현재 테이블 관련 테이블

현재 테이블 관련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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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과 제품에 대한  
정보 및 현재 가격을 저장하는 제품 테이블, 고객 이름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고객 테이블, 주문마다 레코드를 유지하는 청구서 테이블 및 판매된 품목과 판매된 가격을 포함하여 
각 청구서 라인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저장하는 품목명 테이블 청구서는 동적 및 고정 데이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시해야 합니다. 품목명  
테이블에서 레코드는 청구서 레이아웃의 포털에서 동적으로 표시되지만 각 라인 품목의 실제 영업 
가격은 검색을 사용하여 입력되므로 가격이 향후 어느 날짜에 변경되더라도 청구서 총계는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일치 필드라고 하는 두 필드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이들 필드
는 다른 테이블에 있거나 동일한 테이블(셀프 조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한 쪽의 관계에 있는 일치 필드의 값이 다른 쪽의 관계에 있는 일치 필드와 성공적으로 
비교할 때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생성한 후에 현재 테이블에서 필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관련 테이블에서 필드를 사용하여  
계산 공식의 일부로서 레이아웃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다른 관계의 일치 필드로서 스크립트 등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에서 레코드로 작업할 때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모드로 관련 필드의 데이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면 모든 관련 레코드로부터의 값이 표시됩니다. 관련 필드가 포털에  
있지 않으면 첫 번째 관련 레코드로부터의 값이 표시됩니다.

관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 테이블

003청구서 ID

2012-10-16날짜

3고객 ID

FB7

단위 가격\

과일 케이크 \17,000
FB2 초콜릿 케이크 \25,000

Williams

\42,000총계고객 테이블

3

Williams성

408-555-3456전화번호

제품 ID 제품 이름
FB7 과일 케이크
FB2 초콜릿 케이크

제품 테이블

FB7제품 ID

과일 케이크제품 이름

제과
ID 위치
B20

발송지:
프랑스 파리 

B46 이탈리아 로마

포털에 표시된 품목명  
테이블에서의 레코드 

고객 ID

성

제품 ID 제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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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용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계형 그래프 정보
관계형 그래프에서 테이블과 함께 작업할 때 데이터의 보기를 구성합니다. 관계형 그래프에서  
표시된 테이블을 현재 FileMaker Pro 파일에, 외부 FileMaker Pro 파일에 또는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현재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테이블입니다.

검색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대상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외부 테이블 다른 파일에 있는 현재 파일 밖의 테이블입니다.

검색 대상 필드(검색 
전용) 

검색 중 데이터를 복사할 테이블의 필드입니다.

검색 원본 필드(검색 
전용) 

검색 중 복사할 데이터를 포함하는 관련 테이블의 필드입니다.

일치 필드 각각 일치 레코드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값을 포함하는 현재 테이블의 필드와 관련 테이블의  
필드입니다. (일치 필드는 키 필드라고도 합니다.) 각 관계에서 각 테이블의 일치 필드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필드의 값은 파일 간에 형성된 관계를 위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112페이지의 “관계에 대한 일치 필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검색에서 일치 필드의 값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털 관련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표시하는 레이아웃 대상체입니다. 포털은 관련 필드에서 데이터를  
행 형태로 각 행에 하나의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관련 필드 다른 테이블의 필드(동일 테이블 내 다른 필드)와 관련되는 테이블의 필드입니다. 관계가  
두 테이블(다른 테이블이더라도) 사이에 생성된 경우 테이블의 필드 데이터는 다른 테이블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레코드 일치 필드(사용된 관계에 따름)가 다른 테이블의 일치 필드 값과 일치하는 값을 포함한 관련  
테이블의 레코드입니다.

관련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재 테이블에 접근하고 작업할 데이터를 포함한 테이블입니다.

검색을 위해 복사할 데이터를 포함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테이블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관계 연산자 관계형 그래프에서 두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쌍을 이루는 필드 간에 일치 조건을 정의하는  
기호입니다. 다음을 포함: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보다 크거나 같음(), 보다 작음(<), 
보다 작거나 같음() 및 모든 행 또는 카티전 곱(X).

관계 관계는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관계형 그래프에서  
관계를 생성할 때 지정한 조건에 따라 관계는 테이블 하나의 레코드 하나를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에 연결하거나, 레코드 하나를 여러 다른 레코드에 연결하거나, 테이블 하나의 모든 
레코드를 다른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링크 또는 조인 표현식이라
고도 합니다.)

관계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 상자의 관계 탭에서 현재 파일과 외부 관련 데이터베이스 파일 모두의 
테이블 일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형 그래프에서 테이블을 결합하고 다른 테이블의  
필드 사이에 관계를 변경합니다.

새 테이블, 관계형 그래프에 표시되는 테이블의 시각적 표시 또는 일치 항목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프에서 복잡한 관계로 작업하기 위해 동일 테이블의 다중 일치 항목(고유  
이름으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테이블을 관계형 그래프에 추가하는 파일입니다.

원본 테이블 관계형 그래프에서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기반하는 테이블입니다. 원본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 상자의 테이블 탭에 정의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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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그래프에서 각 테이블의 일치 항목은 별도의 보기를 데이터로 표시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때 두 개의 기존 보기를 활용하여 세 번째 보기를 생성합니다. 테이블을 관계에 추가하면  
연속적인 각 테이블이 관련 데이터를 해당 관계에 접근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 조건 세트를 
표시합니다.

관계형 그래프에서 두 테이블 간에 관계를 생성할 수 있지만 관계는 사이클 또는 테이블 간에  
닫힌 루프를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각 관계의 시리즈는 시작 테이블과 종료 테이블이 있어야 
하고 해당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각 관계는 조건의 추가 세트를 표시하기 때문에 관계형 그래프 내의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문맥은  
관계가 평가되는 그래프의 지점입니다. 그래프는 절대로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따라  
각 지점은 데이터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FileMaker Pro가 관계형 그래프 내에 사이클을 생성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을 생성하려는 
시도는 FileMaker Pro가 새로운 독자적으로 이름이 지정된 테이블 항목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항목은 그래프의 다른 모든 항목과 같이 기능하고 새로운 관계를 계속하도록 허용합니다.

관계형 그래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일치 필드 정보
테이블 간에 관계를 생성할 때 각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를 일치 필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치 필드는 주로 공통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한 테이블의 레코드는 공통 일치  
필드 값을 공유하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과 청구서 테이블은 각각 고객 ID 필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고객과 구입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테이블이 고객 ID를 일치 필드로 사용하여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고객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일치하는 고객 ID로 각각의 청구서를 표시하는 포털을 나타낼 수 있고,  
청구서 테이블에서 동일한 고객 ID로 각각의 청구서는 일관성 있는 고객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계로 사용되는 일치 필드는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치 필드는 컨테이너 또는 요약을  
제외한 모든 필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유형
관계를 사용하여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 FileMaker Pro가 관련 레코드를 표시하거나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테이블 A의 필드를 테이블 B의 필드와 일치하는 것과 같이 간단하거나 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
다. 더 복잡한 관계 정의는 주로 범위가 더 좁은 관련 레코드 세트를 반환합니다. 복잡한 관계의 예제
는 한쪽 또는 양쪽 관계에서 여러 일치 필드를 사용하는 것, 동등하지 않은 관계의 연산자를 사용하여  
일치 필드를 비교하는 것 또는 계산된 일치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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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조건 관계

단일 조건 관계에서 한 필드의 데이터는 다른 필드의 데이터와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필드A와 텍스트 필드B 값이 동일하면 양쪽 테이블의 레코드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련 번호 또는 ID 번호와 같은 하나의 공통 값을 기반으로 두 테이블을 관련지으려 할 때 단일  
조건 관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다음의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고객은 이름과  
주소를 저장하고 연락처는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유형(직장, 집, 팩스 등) 및 이메일 주소를  
저장합니다. 단일 고객이 여러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테이블 사이에  
데이터가 분리됩니다. 

테이블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고객 ID 필드는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에서 일치 필드가 됩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ID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각 레코드에 고유 ID 번호를 부여해서 일련 번호를 자동 입력하여 설정됩니다.  
연락처 테이블에서 고객 ID는 단순한 숫자 필드입니다.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고객 고객 ID 숫자 필드: 일련 번호 자동 입력, 고객 테이블에서  
일치 필드가 됨 

이름 텍스트 필드

성 텍스트 필드

주소1 텍스트 필드

시 텍스트 필드

상태 텍스트 필드

국가 텍스트 필드

연락처 전화번호 텍스트 필드

전화 유형 텍스트 필드

이메일 주소 텍스트 필드

이메일 유형 텍스트 필드

고객 ID 숫자 필드: 고객 테이블에서 일치 필드가 됨 

일치 필드 일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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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의 생성을 허용하도록 관계가 정의되기 때문에, 고객 레코드에서  
고객 ID 번호가 자동으로 각각의 새로운 관련 레코드의 연락처 테이블에 있는 고객 ID 필드에  
삽입됩니다. 이것은 연락처 테이블의 많은 레코드를 고객 테이블의 단일 레코드와 관련짓도록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포털을 고객 레이아웃의 연락처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빈 포털  
행에 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FileMaker Pro가 연락처 테이블에서 해당 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대한 관련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중 조건 관계

다중 조건 관계에서 관련 레코드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전에 일치 필드의 수를 증가시켜 
FileMaker Pro가 평가하는 조건을 늘립니다. 다중 조건 관계에서 FileMaker Pro는 필드가 나타나는 
순서대로 양쪽의 관계에 있는 각각의 일치 필드로부터 값을 비교합니다. 이것을 AND 비교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일치하려면 모든 일치 필드가 다른 테이블에서 해당 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텍스트 필드A와 숫자 필드A는 모두 테이블 B의 일치 필드입니다. 텍스트 필드A 값으로  
파란색을, 숫자 필드A 값으로 123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A의 레코드는 텍스트 필드B와 숫자 필드B  
모두 파란색과 123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테이블 B의 해당 레코드만 일치합니다. 텍스트 필드A와 
텍스트 필드B는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숫자 필드A와 숫자 필드B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에서 반환되는 관련 레코드는 없습니다.

고객 ID 및 날짜와 같은 하나 이상의 공통 값을 기반으로 두 테이블을 관련지으려 할 때 다중 조건  
관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공급 장비 대여 데이터베이스에 다음의 세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장비는 고정  
테이블로 장비 대여 재고 목록을 저장하고, 고객은 고객 이름 및 주소를 저장하며 음식 공급 품목명은 
장비 ID, 고객 ID 및 이벤트 날짜를 포함하여 각 장비 대여의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선택된 날짜에 선택된 사용자 별로 장비 대여를 추적하고 모든 대여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일치 필드 일치 필드

일치 필드 일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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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에서는 고객 ID 및 이벤트 날짜 모두가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에서 일치 필드입니다.  
고객 ID 값이 1000이고 이벤트 날짜 값이 2014-10-10인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는 고객 ID와  
이벤트 날짜 두 필드 값이 각각 1000과 2014-10-10인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의 해당 레코드와만  
일치합니다. 두 테이블의 고객 ID 필드에 일치하는 값이 있지만 두 테이블의 이벤트 날짜 필드에는  
없는 경우 관계에서 반환되는 관련 레코드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세 가지 테이블을 사용하지만 다중 조건 관계는 고객과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  
간에 있습니다. 이들 테이블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관계가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으므로  
빈 포털 행에 음식 공급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FileMaker Pro가 자동으로 해당 음식 공급 이벤트에  
대한 관련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관계

비교 관계에서 하나 이상의 다음 연산자를 사용하여 두 개의 관련 테이블에서 일치 필드 값을  
비교합니다. 관계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 비교가 성공적으로 평가할 때 관련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테이블 필드 이름 설명

고객 고객 ID 숫자 필드: 일련 번호 자동 입력,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에 대해  
일치 필드 중 하나

이벤트 날짜 날짜 필드: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에 대해 다른 일치 필드

음식 공급 품목명 고객 ID 숫자 필드: 고객 데이터에 대해 일치 필드 중 하나

이벤트 날짜 날짜 필드: 고객 테이블에 대해 다른 일치 필드

장비 ID 숫자 필드

관계 연산자 레코드 일치

= 일치 필드의 값이 같습니다

 일치 필드의 값이 같지 않습니다

< 왼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보다 작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 왼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보다 큽니다.

일치 필드일치 필드 

선택하면 음식 공급 품목명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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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는 판매 촉진 테이블 및 고객 테이블에서 판촉 날짜 필드가 일치 필드입니다.  
판매 촉진 테이블의 레코드에 판촉 날짜 값 2014/12/11이 있는 경우 2014/12/10 또는 이전의  
판촉 날짜 값이 있는 고객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레코드의  
판촉 날짜 값이 2014/12/11인 경우 2014/12/12 또는 이후의 판촉 날짜 값이 있는 판매 촉진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코드의 범위를 반환하는 관계

레코드의 범위를 반환하는 관계는 조건 중 하나보다 크고 다른 조건보다 작은 레코드를 찾기 위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중 조건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 관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날짜나 일련 번호의 범위 사이에 있는 레코드를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일 E 값보다 크고 완료일 E보다 작은 테이블 E 내에서 날짜 필드 F 값이 있는  
테이블 F의 모든 레코드를 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시작일 E 이후이고 완료일 E 이전인 필드 F 값이 있는 테이블 F에서 해당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값 일치 필드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 일치 필드의 값과 관계없이 왼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가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와 일치됩니다.

관계 연산자 레코드 일치

보다 큼 관계 연산자

일치 필드 일치 필드

몇 개의 다른 관계 연산자가    
이 관계에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일치 필드 일치 필드

관계는 보다 큼 및 보다 작음     
관계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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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예제:

셀프 조인 관계

셀프 조인은 두 일치 필드가 동일한 테이블에서 정의되는 관계입니다. 셀프 조인을 정의하여 동일한 
테이블에서 레코드 간의 관계를 생성합니다. 현재 테이블의 레이아웃에서 포털의 셀프 조인을  
사용하여 각 매니저의 모든 직원과 같은 모든 현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하위 세트를 표시합니다.

관계형 그래프에서 셀프 조인하는 관계를 정의하면 FileMaker Pro는 셀프 조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이블의 두 번째 일치 항목을 생성합니다. FileMaker Pro는 관계 그래프가 관계를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사이클 형성을 방지하도록 이와 같이 합니다.

이 관계는 텍스트 필드 G1의 값이 텍스트 필드 G2의 값과 동일할 때 테이블 G의 관련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관계 유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관계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에 관한 정보는 51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관계형 그래프로 작업하기
관계형 그래프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관계를 생성, 변경하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형  
그래프를 사용하면 테이블 및 관계를 복제하고, 테이블의 크기를 조절하고 정렬하며 텍스트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 관계를 통해 선택된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을 강조 표시하고, 
현재 선택된 테이블과 동일한 원본 테이블이 있는 테이블을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값 포함 다음 관련 레코드가 테이블 F에서 반환됨

시작일 E 2014-11-01 2014-11-14 
2014-11-27

완료일 E 2014-12-01

필드 값 포함 다음 관련 레코드가 테이블 F에서 반환됨

시작일 E 2014-12-01 2014-12-02 
2014-12-15 
2014-12-17 
2014-12-26

완료일 E 2015-01-01

셀프 조인 관계

일치 필드 일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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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관계형 그래프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모든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다른 
FileMaker Pro 파일 또는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테이블을 추가하고 동일한 테이블의  
하나 이상의 일치 항목을 그래프에 추가하거나 그래프 하단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그래프에서  
테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테이블이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오면 테이블 이름이 관계형 그래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테이블 이름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 위로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관계 생성하기
관계 생성하기:

1.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3. 관계형 그래프에서 이 관계에 사용할 두 테이블을 찾습니다. 

그래프의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지만 관계를 생성하기 위해 그래프에 표시해야 합니다.  
셀프 조인하는 관계에 대해 단일 테이블을 찾습니다. FileMaker Pro가 두 번째 테이블 일치 항목을 
찾습니다.

4. 테이블 중 하나에서 필드를 클릭하여 다른 테이블의 해당 필드로 드래그합니다.

또는 을 클릭하여 관계 편집 대화상자를 열어 관계를 생성합니다. 

5. 이 관계에서 사용하려는 각각의 일치 필드에 대해 4단계를 반복합니다.

일치 필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12페이지의 “관계에 대한 일치 필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6.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관계 그래프를 닫습니다.

테이블 추가 

관계 생성 

선택된 대상체 편집  

선택된 대상체를 
삭제합니다

그래프 보기를 확장 또는 
축소합니다

선택된 대상체의  
정렬 변경

화살표 아이콘으로 
포인터를 이동하여 

원본 테이블 및 원본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한 번 클릭하여 일치  
필드를 제외하고 모두  
축소합니다. 한 번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축소합니다.  
한 번 클릭하여 테이블을 
원본 크기로 반환합니다

페이지 나누기 보기

프린트 설정(Windows)  
또는 페이지 설정(OS X) 
대화상자 표시

선택된 대상체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텍스트 메모를 그래프에  
추가합니다

선택된 대상체 복제  

한 방향 테이블 또는 동일한  
원본이 있는 테이블 보기

클릭하면 텍스트 메모가 
표시 또는 축소됩니다

일치 필드는 해당  
테이블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관계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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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변경하기
관계를 생성한 후에 일치 필드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 관계 연산자를 변경하고 관련 레코드를 생성,  
삭제 및 정렬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변경하기:

1.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3. 관계형 그래프에서 편집할 관계를 찾고 관련 테이블 사이의 표시기 선을 이중 클릭하여 관계  
편집 대화상자를 엽니다.

또는 그래프에서 관계를 선택하고 을 클릭하여 관계 편집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4. 관계에 대해 테이블 및 일치 필드를 편집합니다. 

작업 방법

일치 필드 변경 새로운 일치 필드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일치 필드 추가 새로운 일치 필드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관계 연산자 변경 목록에서 새로운 관계 연산자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115페이지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관계”를 참조하십시오.

한 쌍의 관계 조건 복제 대화상자의 중간 부분에 있는 목록에서 쌍으로 된 조건을 선택하고 복제를  
클릭합니다.

한 쌍의 관계 조건 삭제 대화상자의 중간 부분에 있는 목록에서 쌍으로 된 조건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관계에서 테이블 옵션 선택

관계 연산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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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승인을 클릭합니다.

관계 생성 및 편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포털의 데이터 요약하기
포털에 표시되는 관련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관련 테이블에서 또는  
동일한 테이블(셀프 조인)에서 레코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털의 데이터 요약하기:

1. 총계를 표시할 테이블에서 계산 필드를 생성합니다. 

2. 계산 필드에서 수행하려는 요약 계산 유형의 집계 함수를 포함하는 공식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 테이블에서 계산을 정의하여 품목명 테이블의 가격 필드에서 관련 값의 총계를 
내려는 경우 Sum(품목명::가격) 공식을 사용합니다.

3. 정의되는 테이블 레이아웃에 계산 필드를 배치합니다.

89페이지의 “레이아웃에서 필드 배치 및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포털의 레코드 필터링하기
포털을 필터링하여 포털의 다른 레코드 세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을 이중 클릭합니다.

2. 포털 설정 대화상자에서 포털 레코드 필터를 선택합니다.

작업 선택

현재 테이블의 레코드에 있는 관련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관련 레코드를  
(관련 테이블로) 추가 (25페이지의 “레코드 
추가 및 복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관계를 통해 이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 생성을 허용합니다. 

이 옵션이 선택될 때 해당 관련 레코드가 없는 관련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현재 테이블에서 일치 필드를 기반으로 한 관련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현재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마다 (관련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레코드 삭제 (27페이지의 “레코드 삭제하
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된 경우 이 테이블에서 관련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이 옵션은 관련 레코드를 표시하지 않는 레이아웃을 탐색 중인 때에도 
관련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관련 레코드를 정렬합니다. 레코드를 정렬합니다. 그런 다음 레코드 정렬 대화상자의 왼쪽  
목록에서 정렬할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필드가 정렬될 순서를  
변경하려면 오른쪽 목록에서 필드를 원하는 순서로 드래그하십시오. 
다른 옵션을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도 관련 파일의 정렬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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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서 표시할 포털 레코드를 결정하는 계산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명 테이블에서 상품 레코드를 표시하는 포털의 청구서 레이아웃에서 작업 중에  
1보다 큰 수량이 있는 상품만 표시하려는 경우 If (품목명::수량 < 1; 0; 1)  
공식을 사용합니다.

4. 승인을 클릭합니다.

중요사항   요약 필드, 계산 및 찾기 요청의 결과는 필터링된 포털의 레코드만이 아니라 관련  
레코드의 전체 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포털이 레코드의 필터링된 하위 세트를 표시하고 
있고 포털 밖에 요약 필드 총계가 이들 레코드를 요약하는 경우, 요약 필드는 표시된 레코드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레코드 총계입니다.

포털의 레코드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정보
검색은 다른 테이블로부터의 데이터를 현재 테이블의 필드로 복사합니다. 데이터가 복사된 후에  
현재 테이블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된 테이블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복사된  
데이터는 현재 테이블의 일치 필드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검색을 위해 테이블 간에 연결을 설정하려면 관계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을 디자인하여  
관련 테이블의 필드로부터의 데이터를 현재 테이블의 필드로 복사합니다.

현재 테이블의 일치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FileMaker Pro는 관계를 사용하여 일치 필드가 일치하는 
값을 포함하는 관련 테이블의 첫 번째 레코드에 접근합니다. 다음으로 검색 원본 필드에서 값을  
값이 저장되는 검색 대상 필드로 복사합니다. 

값이 검색 대상 필드로 복사된 후에 다른 모든 값처럼 편집, 대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검색 값이 
현재 테이블에 속하기 때문). 현재 테이블에서 날짜를 업데이트하여 관련 테이블에서 변경하는  
데이터를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검색 생성하기
검색 생성하기:

1. 현재 테이블의 일치 필드와 관련 테이블의 일치 필드 간에 검색을 위한 관계를 생성합니다.  
118페이지의 “관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목록에서 해당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C235

이름

42.83.91.04전화번호

Paris시

C100

이름

555-3849전화번호

밴쿠버시

현재 테이블

C200고객 ID

Smith이름

관련 테이블의 레코드

관계

검색 대상 필드 검색 원본 필드

C200고객 ID

Smith이름

555-1234전화번

뉴욕시

고객 ID

고객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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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필드의 목록에서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또는 컨테이너 필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것을 정의합니다.

6. 옵션을 클릭합니다(또는 필드 이름을 이중 클릭합니다). 

7.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자동 입력 탭을 클릭한 다음 검색한 값을 선택합니다. 

8. 필드 검색 대화상자에서 검색을 시작할 테이블과 값이 복사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9. 검색 값이 복사될 필드를 선택합니다.

10.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11. 승인을 클릭합니다.

12. 검색을 정의하려는 각 추가 필드에 대해 5~11단계를 반복합니다.

선택 지정

테이블로 시작 중 관계형 그래프에서 검색이 시작 지점으로 사용할 테이블

관련 테이블에서 검색 관련 데이터가 검색되는 관련 테이블

작업 방법

일치 필드에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동작 지정 

정확히 일치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 대해 값을 복사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고 검색 원본 필드에 있는 더 낮거나 더 높은 다음 값을 복사하거나 
대신 사용될 고정 값을 입력합니다.

검색 원본 필드의 null(비어 있는)  
데이터가 검색 대상 필드에 복사되는  
것을 방지 

비어 있는 경우 콘텐츠를 복사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비어 있는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을 허용하려면 이 옵션을 지웁니다.)

일치 필드의 같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옵션 선택

검색 원본 필드 선택   

검색의  
시작 지점 선택 

선택될 때 null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을 방지

검색의  
관련 테이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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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편집하기
검색 편집하기:

1. 데이터베이스를 연 채로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테이블 목록에서 해당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검색 대상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5. 필드 옵션 대화상자에서 자동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6. 검색한 값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을 클릭합니다.

검색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하려면 검색한 값을 지우십시오.

7.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8. 승인을 클릭합니다.

검색 생성 및 편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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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의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1 FileMaker 네트워크 공유하기: 네트워크에서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 여러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사용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데이터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하여 FileMaker Pro 및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주소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하여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자에서 개인화된 양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반복 가져오기: Microsoft Excel과 같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FileMaker Pro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접근하기: 다른 FileMaker Pro 파일 및 ODBC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외부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로 작업하고 외부 데이터를 사용자 파일에 저장된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ODBC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때 FileMaker Pro 파일의 추가  
필드를 사용하여 외부 파일의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계산 및 요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FileMaker Pro 레이아웃 발행하기: FileMaker Server가 있는 경우 FileMaker WebDirect를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웹 브라우저의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이아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leMaker Pro 사용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FileMaker WebDirec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기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른 Windows와 OS X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사용자는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네트워크 공유는 최대 5명의 동시 사용자(호스트 제외)와 파일의 공유를 지원합니다. 
FileMaker Go 클라이언트는 5명의 사용자 제한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XML, PHP 및 
FileMaker WebDirect와 같은 웹 발행 기술을 지원하려면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십시오.

중요사항   FileMaker Pro 사용권 계약은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별도로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공유하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이용 약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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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파일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다음에 공유된 파일을 여는 사용자는 클라
이언트입니다.

공유된 파일을 열면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는 같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며 파일의 모든 변경사항은  
각 사용자의 윈도우에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변경한 데이터 수정 사항은 공유된 파일에 저장됩니다. 공유된 파일은 파일이 있는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정렬 순서, 찾기 요청, 가져오기와 내보내기 필드 순서 및 프린트 설정은 각 사용자마다 다릅니다.

파일 공유 활성화 및 파일 호스팅하기
많은 FileMaker Pro 명령이 호스트 컴퓨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컴퓨터에서 공유된 파일을 호스팅하는 경우 더 나은 성능을 보게 됩니다. 호스팅 중인 파일은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컴퓨터 또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원격으로  
호스팅하는 것은 데이터 무결성을 손상하여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 네트워크 파일 공유 켜기: 

1. 공유하려는 FileMaker Pro 파일을 엽니다.

참고   파일의 공유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파일을 확장된 권한 관리 접근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열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38페이지의 “계정, 권한 범위 및 확장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2. 파일 메뉴 > 공유 > FileMaker 클라이언트와 공유를 선택합니다.

호스트가 파일을 엽니다

클라이언트는 공유된 파일에서 연결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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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leMaker 네트워크 설정 대화상자에서 네트워크 공유에 대해 켬을 클릭합니다.

TCP/IP 주소 상자에서 해당 시스템의 TCP/IP 주소가 보입니다. 

4.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의 목록에서 호스트될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파일에 대해 네트워크 접근 레벨을 설정합니다. 

6. 승인을 클릭합니다. 

열려 있는 파일이 이제 호스트됩니다.

중요사항   클라이언트들에게 공유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열린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선택

네트워크에서 모든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사용자에게 접근 제공 

모든 사용자

권한 범위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근 제한

권한 범위별로 사용자를 지정한 다음 지정을 클릭합니다.

“권한 범위별로 사용자를 지정” 대화상자에서 네트워크  
접근을 가지려는 권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FileMaker 네트워킹을 통한 접근 방지 사용자 없음

클릭하면 네트워크 설정  
대화상자를 활성화합니다

선택된 파일에 대해  
네트워크 접근 레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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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로서 공유된 파일 열기
TCP/IP를 통해 공유된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호스트 목록, 호스트 컴퓨터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DNS 이름(정의되어 있는 경우)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열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서 공유된 파일 열기:

1. 파일 메뉴 > 원격 열기를 선택합니다.

2. 원격 파일 열기 대화상자에서 호스트 목록에 대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3. 호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을 보려면 해당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에서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비결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을 제한하려면 필터 텍스트 상자에 약간의 문자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문자를 포함하는 파일 이름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또는 네트워크 파일 경로에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경로를 입력합니다.

IPv4용: fmnet:/<호스트 IP 주소>/<파일 이름>

IPv6용: fmnet:/[<호스트 IPv6 주소>]/<파일 이름>

4.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공유가 호스트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계정 이름, 암호 및 도메인 이름 
(Windows에만 해당)을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매우 많은 경우 파일이 나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동안  
네트워크를 확인하려면 항목을 클릭할 때 Ctrl 키(Windows) 또는 Option 키(OS X)를 누른 채로 
계십시오. 

원격 파일을 즐겨찾기로 만들기 및 즐겨찾기 파일에 접근하기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열고 있는 파일이 호스트될 때 FileMaker Pro 윈도우의 왼쪽 하단에 아이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호스트로의 연결에 대한 보안 레벨을 나타냅니다.  아이콘은 연결이  
암호화(SSL)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콘은 연결이 암호화(SSL)되어 인증서로 확인됨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알아보십시오. 

선택 표시

즐겨찾는 호스트 이전에 즐겨찾기로 추가한 호스트

로컬 호스트 TCP/IP 서브네트의 FileMaker Pro 호스트

LDAP으로 나열된 호스트 지정된 LDAP 서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FileMaker Pro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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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파일의 변경에 대한 제한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공유된 파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는  
유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공유 파일에서 변경 가능/불가능한 유형을 설명합니다.

URL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공유 데이터베이스 열기
FileMaker Pro 설치 프로그램은 FMP를 인터넷 프로토콜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URL을 사용하여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열 수 있습니다. URL을 사용하여 공유된 파일의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주소 영역에 공유된 파일의 URL을 입력하여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컴퓨터의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URL 확인하고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보내기:

1. 호스트 컴퓨터의 공유된 파일에서 파일 메뉴 > 보내기 > 데이더베이스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Pro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URL 및 클라이언트 연결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메일을 엽니다.

2. 클라이언트 사용자 앞으로 이메일 메시지의 주소를 지정한 다음 메시지를 보냅니다. 

UR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열기:

1. 의도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2. 다음 포맷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의 주소란에 호스트 컴퓨터의 URL을 입력합니다.

fmp://[[계정:암호@]인터넷 주소]/데이터베이스 이름

선택사항인 매개 변수는 대괄호(“[ ]”)로 표시됩니다.

3. Enter(Windows) 또는 Return(OS X)을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 제한

레이아웃 및 레코드의 데이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레코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서 
레코드의 데이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레코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같은 레코드를 동시에 편집하는 경우 FileMaker Pro는 한 사용자가  
변경을 커밋하도록 시도할 때 경고창을 띄웁니다. 경고창은 사용자에게 커밋되도록  
변경을 허용하고(다른 사용자가 적용했을 수도 있는 변경사항을 덮어쓰고) 변경을  
커밋하지 않고 레코드로 돌아가거나 편집 세션이 시작할 때 레코드의 상태로 복귀하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및 레이아웃 요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값 목록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값 목록을 수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탐색 모드 또는 찾기 모드에서 값 목록을 사용하는 동안 값 목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중에 그 스크립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필드,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두 사람이 한 번에 이러한 요소들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원본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부 파일을 사용하는 중에 그 데이터 원본 참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권한 두 사람이 동시에 계정과 권한을 수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정이나 권한을 사용하는 중에 그 계정 및 권한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  데이터 공유 및 교환하기 129

예제

fmp://My%20Addresses

fmp://192.168.10.0/My%20Addresses.fmp12

fmp://[2001:0DB8:85A3:08D3:1319:8A2E:0370:7334]/My%20Addresses.fmp12

fmp://MyAccount:MyPassword@192.168.10.0/My%20Addresses.fmp12

호스트된 파일 닫기
호스트가 공유된 파일을 닫기 전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해당 파일을 닫아야만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때 FileMaker Pro는 공유된 파일을 닫거나 공유 조건 변경, FileMaker Pro를 종료하거나 모든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닫을 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게 공유된 파일을  
닫으라는 메세지를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공유된 파일을 닫으라는 요청에 30초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FileMaker Pro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공유된 파일을 닫으려고 시도합니다.

호스트된 파일 닫기:

1. 파일을 호스트하는 컴퓨터에서 파일 메뉴 > 닫기를 선택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공유된 파일을 열어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를 나열한 대화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묻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닫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3. 클라이언트는 파일을 닫도록 요청하는 대화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ileMaker Go 클라이언트와 파일 공유하기
FileMaker Go를 사용하면 iPad, iPhone 또는 iPod touch에서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iOS 장비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여 공유합니다. 그런 다음, FileMaker Go를 사용하여 장비에서 데이터로 작업합니다. 
FileMaker Go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정하려면 
http://www.filemaker.com/documentation에 있는 FileMaker Go 개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FileMaker Server에 파일 업로드하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FileMaker Server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가진 그룹  
관리자의 계정 이름 및 암호가 있어야 합니다. FileMaker Server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에 관한  
추가 정보는 FileMaker Serve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FileMaker Pro

클라이언트가 취소를 클릭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닫기를 기다립니다.

클라이언트가 지금 닫기를  
클릭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서 공유된 파일을 닫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안전하게 닫을 수 있는 경우 30초 후에 파일을 닫으려고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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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데이터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하여 FileMaker Pro 및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1 기존 FileMaker Pro 파일로, 새로운 테이블이나 기존 테이블로 데이터 가져오기

1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FileMaker Pro 파일로 변환

1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데이터 내보내기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하기
FileMaker Pro가 없는 사용자에게 레코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FileMaker Pro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Excel 워크시트 또는 PDF 파일을 저장할 때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Excel 또는 PDF로 저장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Excel로 저장하려면 내보내기 허용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PDF로 저장하려면  
프린트 허용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참고   저장 수행 시 저장된 파일은 레이아웃에 있는 필드만 포함합니다. 다른 필드(예: 전면에  
있지 않은 탭 패널의 필드)를 추가하려는 경우 레코드 다음으로 저장/보내기 대신 레코드 내보내기 
명령을 사용합니다.

레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메일 메시지 보내기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메시지 하나 또는 여러 메시지를 한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메일은 기본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이나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이메일 전송 및 수신을 위한 조건 세트)를 통해 직접 보냅니다. 값을 입력하거나 필드 또는 계산에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가져오기/내보내기 파일 포맷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파일 유형 또는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합니다. 대부분의 응
용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특정 포맷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는 뒤에 파일 이름 확장자가 오는 이러한 포맷의 파일을 가져오고/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xlsx),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tab, .txt), 쉼표로 분리된 값 
(.csv, .txt), FileMaker Pro 12(.fmp12), Merge(.mer), HTML 테이블(.htm) 및 XML(.xml) Bento  
데이터를 FileMaker Pro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확인하여 FileMaker Pro와 다른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공통 매개 
파일 포맷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파일 포맷은 데이터 변환만 지원하며 서체, 크기, 스타일 및 색상과 같은 포맷을  
가져오거나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위해 지원되는 파일 포맷에 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반복 가져오기 설정하기
Microsoft Excel과 같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FileMaker Pro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레이아웃을 처음으로  
볼 때마다 반복 가져오기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반복 가져오기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는 FileMaker Pro에서 읽기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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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 가져오기을 설정할 때 FileMaker Pro는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 새로운 테이블과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원하는 경우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을 사용자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반복 가져오기을 설정하려면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한 계정으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권한 범위에 관한 정보는 145페이지의 “계정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반복 가져오기 설정하기:

1. 새 파일을 생성하거나 반복 가져오기을 설정할 파일을 여십시오. 55페이지의 “FileMaker Pro 파일 
생성하기” 또는 16페이지의 “파일 열기”를 참조하십시오.

2. 탐색 모드에서 파일 메뉴 > 레코드 가져오기 > 파일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유형(Windows) 또는 보기(OS X)에 대해 가져오려는 파일 유형을 선택한 다음 가져올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4. 자동 반복 가져오기로 설정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파일 경로가 반복 가져오기 설정 대화상자에 표시됩니다.

5. 열 제목 가져오기를 건너뛰려면 첫 번째 레코드를 가져오지 않음(필드 이름 포함)을 선택합니다.

6. 기본 레이아웃 이름을 허용하거나 FileMaker Pro가 생성한 레이아웃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여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7. 기본 스크립트 이름을 허용하거나 데이터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8. 승인을 클릭합니다.

9. Excel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워크시트나 이름이 지정된 범위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 새로운 레이아웃이 테이블 보기의 탐색 모드에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파일에  
빈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레이아웃에 새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가져오기 설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워크시트로 데이터 가져오기 워크시트 표시를 선택하고 가져올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름이 지정된 범위, 워크시트 하나 또는 레이아웃
당 이름이 지정된 범위로 데이터 가져오기

이름이 지정된 범위 표시를 선택하고 가져올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데이터 업데이트 새 레이아웃의 상단에서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에 빈 레코드 추가(테이블 하단에 빈 행으로  
나타남)

테이블 아래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에 새 필드 추가(테이블 오른쪽에  
빈 열로 나타남)

테이블 머리말에서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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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BC 및 JDBC
FileMaker Pro 데이터를 ODBC 및 JDBC 호환 응용 프로그램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leMaker Pro 데이터를 Microsoft Excel에서 차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존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기존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새 레코드를 기존 테이블에 추가

1 가져온 데이터에서 새 테이블 생성

1 기존 테이블에서 기존 레코드 업데이트

1 기존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레코드 업데이트

중요사항   기존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일치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려는 가져오기 옵션은 모두  
가져오는 동안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파일 메뉴 >  
복사본 별도 저장을 선택하여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가져오기를 수행하기 전에 파일의 백업을  
작성합니다.

레코드를 가져오는 파일이 원본입니다. 레코드를 가져다 놓는 파일이 대상입니다. 

레코드 추가하기 정보 
레코드를 추가할 때 모든 레코드를 원본 파일에서 대상 파일 또는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새 레코드가 
원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각 레코드의 대상 파일에 생성됩니다.

기존 레코드 업데이트하기 정보 
이 옵션으로 파일의 데이터를 원본 파일의 데이터로 대치합니다. 가져오는 각 필드의 경우 원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레코드의 데이터는 대상 파일의 첫 번째 레코드의 필드를  
덮어씁니다. 원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레코드의 데이터(또는 데이터 행)는 대상 파일의 
두 번째 레코드 필드를 덮어씁니다. 데이터를 대치할 때 FileMaker Pro는 파일의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필드 대 필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대치할지 또는 대치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파일의 레코드는 원본 파일과 동일한 수의 레코드와 대치됩니다. 원본 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레코드가 추가로 있는 경우 남은 데이터를 새로운 레코드로 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원본 파일의  
추가 레코드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상 파일에 추가 레코드가 있는 경우 대상 파일의 추가 
레코드가 대치되지 않습니다.

알아보려는 내용 작업 방법 참조

FileMaker Pro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FileMaker Pro 데이터 공유

1. ODBC 및 JDBC

2. SQL 쿼리

FileMaker ODBC 및 JDBC 가이드
와 FileMaker SQL 참조

ODBC 클라이언트로서 
FileMaker Pro 사용/ODBC  
데이터 접근

1. 관계형 그래프를 통한 대화식 작업

2. ODBC 가져오기(또는 파일 메뉴 > 열기) 
또한 레코드 가져오기 스크립트 단계,  
SQL 실행 스크립트 단계를 통한 일회의  
정적 접근

136페이지의 “외부 데이터 원본으
로 작업하기” 및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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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레코드 업데이트하기 정보
대상 파일에서 일치하는 레코드와 필드를 다른 파일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복사본 및 랩탑 컴퓨터의 다른 복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파일을 이동 중에 작성한 변경사항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각 파일에서 하나 이상의 일치 필드를 선택하여 원본 파일의 레코드가 대상 파일의 어느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지 결정합니다. 대상 파일에 있는 레코드의 일치 필드 데이터가 원본 파일에 있는  
레코드의 일치 필드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 대상 파일의 레코드가 원본 파일의 데이터와  
업데이트됩니다.

일치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데이터베이스에서 
성, 이름 및 전화번호와 같은 다중 일치 필드 또는 직원 번호와 같은 하나의 일치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만 사용하면 둘 이상의 사람을 동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일치 필드가 아닙니다. 

가져올 필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필드가 비어 있더라도 모든 일치 레코드에서  
가져오도록 선택한 모든 필드의 콘텐츠는 대상 파일의 데이터를 덮어씁니다.

대상 파일이 찾기 세트를 포함할 때 찾은 레코드만 업데이트됩니다. (원본 파일이 다른 FileMaker Pro 
파일인 경우 찾기 세트에서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대상 파일의 레코드가 원본 파일의 일치 레코드에서 업데이트된 전후에 표시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가져오기 절차 정보
레코드 가져오기에 대한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져올 대상 파일의 백업 복사본을 만듭니다.

2. 원본 파일이 FileMaker Pro 파일인 경우 현재 윈도우에서 찾기 세트가 가져올 레코드만  
포함하도록 찾기를 수행합니다.

3. 대상 파일을 열고 대상 파일에 여러 테이블이 있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표시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은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드 가져오기 맵핑 대화상자에서  
가져올 필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존 또는 일치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대상 파일의 찾기 세트는 업데이트할 레코드만 
포함해야 합니다.

(OS X) 또는 –> (Windows)는 필드를 가져오도록 나타냅니다

–>

–
–>
–>
–>
–

–>
–

(OS X) 또는 = (Windows)는 일치 필드를 나타냅니다

123-456-7890

원본 파일

John
Q
Smith
456 New Rd.
Newtown
USA

123-456-7890

대상 파일

John

Smith
123 Main St.
Anytown
USA
2015-03-03
408-555-6789

123-456-7890

업데이트 후

John
Q
Smith
456 New Rd.
Newtown
USA
2015-03-03

일치하는 레코드 업데이트하기 전

대상 파일

=

(OS X) 또는 – (Windows)는 필드를 가져오지 않도록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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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메뉴 > 레코드 가져오기 >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올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원본 파일).

6. 필드 가져오기 맵핑 대화상자에서 필요한 경우, 원본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7. 대상 목록에서 표시된 테이블을 허용하거나 새 테이블을 선택하여 원본 테이블과 동일한  
스키마가 있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8. 수행할 가져오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132페이지의 “기존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9. 원본 파일의 필드를 대상 파일의 필드로 맵핑합니다. 

새로운 FileMaker Pro 파일로 데이터 파일 변환하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을 새로운 FileMaker Pro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파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변환한 파일이나 원본의 데이터 

1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두 개의 레이아웃

1 변환한 파일이나 원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변환된 필드 이름 그렇지 않은 경우 필드 이름은 
일반적입니다(f1, f2, f3 등).

1 변환한 파일이나 원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변환된 필드 유형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필드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새로운 파일 데이터 가져오기:

1. 원본 응용 프로그램에서 FileMaker Pro가 지원하는 파일 유형으로 가져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130페이지의 “지원되는 가져오기/내보내기 파일 포맷”을 참조하십시오.

2. 파일 메뉴 > 열기를 선택합니다.

3. 파일 열기 대화상자에서 파일 유형(Windows) 또는 보기(OS X)에 대해 파일 유형을 지정하고  
변환할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첫 번째 행 옵션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경우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이 필드 이름을 포함하는지  
또는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포함하는지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원본 파일의 
필드

대상 파일의 
필드

화살표는 데이터가 오른쪽의  
필드로 가져오는 것을 표시합니다

가져오기 동작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가져올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일치 필드를 나타냅니다 

현재 테이블 또는  
새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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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변환하고 Excel 데이터 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경우  
워크시트나 워크북 파일에서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6. 이름이 지정된 새로운 파일 생성 대화상자에서 새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FileMaker Pro는 데이터를 FileMaker Pro 파일로 변환하고 파일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 절차 정보
FileMaker Pro 데이터를 새 파일로 내보낸 다음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습니다.

레코드 내보내기에 대한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leMaker Pro 파일을 열고 내보낼 레코드를 보여주는 레이아웃을 표시합니다.

2. 내보낼 레코드를 찾아 정렬합니다. 31페이지의 “레코드 찾기” 및 43페이지의 “레코드 정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파일 메뉴 > 레코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4. 레코드를 파일로 내보내기 대화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내보낸 파일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5. 내보낼 필드 순서 지정 대화상자에서 FileMaker Pro가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내보낸 파일이 사용할 문자 세트를 선택합니다. 

7. 현재 레이아웃의 포맷을 내보낸 데이터에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 선택

현재 레이아웃의 필드 테이블 목록에서 현재 레이아웃(레이아웃 이름), 그런 다음 목록에서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현재 레이아웃 테이블의 필드 테이블 목록에서 현재 테이블(테이블 이름), 그런 다음 목록에서 필드를  
이중 클릭합니다.

이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포맷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FileMaker Pro는  
이 필드를 내보냅니다

관련 필드를 내보내려면 목록에서   
관련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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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하기
FileMaker Pro 파일의 데이터 원본을 정의하여 다음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FileMaker Pro 파일

1 정보 공유를 위해 ODBC 기술을 사용하는 SQL 데이터베이스

FileMaker Pro 파일의 데이터 원본을 정의할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현재 데이터가 사용자의  
파일에 표시됩니다.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외부 파일의 데이터를 추가, 편집, 삭제, 검색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외부 FileMaker Pro 파일 또는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에 접근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FileMaker Pro 파일과 함께 작업하기

다른 FileMaker Pro 파일에서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파일 설정하기: 

1 현재 FileMaker Pro 파일의 관계형 그래프에 다른 FileMaker Pro 데이터 원본에서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1 레이아웃에 필드를 추가하여 다른 FileMaker Pro 파일에서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ODBC 데이터 원본과 함께 작업하기

지원되는 ODBC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파일 설정하기:

1 접근하려는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한 ODBC 드라이버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1 현재 FileMaker Pro 파일을 호스트하는 컴퓨터에서 접근하려는 각 ODBC 데이터 원본마다  
시스템 데이터 원본 이름(DSN)을 정의합니다.

1 접근하려는 ODBC 데이터 원본의 옵션을 설정합니다(예: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대한 
메시지 표시 여부).

1 현재 FileMaker Pro 파일의 관계형 그래프에 ODBC 데이터 원본에서의 테이블을 하나 이상  
추가합니다.

1 FileMaker Pro 파일의 레이아웃에 필드를 추가하여 외부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1 선택적으로 외부 테이블 및 레이아웃에 추가 필드를 추가하여 외부 ODBC 데이터 원본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 및 요약 결과를 표시합니다.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 발행하기
FileMaker Server가 있는 경우 FileMaker WebDirect를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웹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이아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환되는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으로의 접근을 가진 누구라도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FileMaker WebDirect 솔루션에 연결하여 레코드 보기, 편집, 정렬 또는 검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WebDirect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FileMaker Server 푸시  
데이터로서 웹 브라우저에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FileMaker WebDirec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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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

이 장에서는 사용자가 FileMaker Pro 파일에서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방법의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다음을 배웁니다.

1 파일에 대한 보안 계획하기

1 사용자 계정 및 암호 보기 및 생성하기

1 권한 범위 보기 및 생성하기

1 확장된 권한 보기

1 사용자 파일에 접근하도록 다른 파일에 권한 부여하기 

1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사용자 운영체제,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백업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파일을 
보호하도록 조치 취하기

1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파일 백업하기

1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실행 및 업그레이드하기

참고   FileMaker Pro 사용에 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운영 제체가 파일 보안 기능을 포함하더라도 FileMaker Pro 접근 권한을 기본 방법으로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보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전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설정이 어떻게 현재 버전의 FileMaker Pro로 변환되었는가에 관한  
정보는 154페이지의 “FileMaker Pro 11 이전 버전에서 데이터베이스 변환하기” 및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계정과 권한 범위로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사용자가 보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접근: 특정 레코드 또는 개별 테이블에서의 필드를 보기 전용으로 작성하거나 완전히  
가립니다.

1 레이아웃 접근: 사용자가 레이아웃 모드에서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값 목록 및 스크립트에 대한 접근: 사용자가 값 목록과 스크립트에 접근하여 수정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1 파일 공유에 대한 접근: FileMaker 네트워크, ODBC 및 JDBC, FileMaker WebDirect를 통해  
파일 공유를 개별적으로 활성화합니다.

1 데이터 출력: 사용자가 데이터를 프린트하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1 메뉴 접근: 제한된 메뉴 명령 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 때 계정 이름과 암호 입력을 요청하여 파일에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합니다. 입력한 계정 이름과 암호는 사용될 권한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권한 범위는 파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합니다. 계정 및 권한 범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동안 공유 파일에서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에  
적용되는 권한 변경사항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닫고 다시 열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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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권한은 단일 파일만 및 해당 파일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만 적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보호할 여러 파일로 구성된 경우 이 모든 파일을 하나의 다중 테이블 파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일 파일에서만 권한을 정의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한 파일로 결합하지 않으려면 보호할 항목을 포함한 각 파일에서 권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다른 파일의 테이블을 참조하는 하나의 파일에 관계를 생성하는 경우 첫 번째 파일의  
관련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파일에서 정의된 권한은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계정, 권한 범위 및  확장 권한
이 섹션에서는 FileMaker Pro 계정, 권한 범위 및 확장 권한을 설명합니다. 

데이터 공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 5장, “데이터 공유 및 교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계정

계정은 보호된 파일을 열려는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각 계정은 계정 이름과 암호(일반적으로)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계정 정보를 지정할 수 없는 사용자는 보호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관리자 및 방문자라는 사전 정의된 두 개의 계정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140페이지의 “사전 정의된 계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마케팅" 계정 및 "영업" 계정과 같은 여러  
개인 간에 공유된 작은 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사용자의 ID를 확인하고 개인 수준에서 접근을 관리하려는 경우 개인에 대한 계정을  
생성합니다.

1 더 적은 계정을 유지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개별 접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려는 경우  
공유 계정을 생성합니다.

FileMaker Server에서 파일을 호스트하는 경우 Apple Open Directory 또는 Windows Domain과  
같은 인증 서버에서 인증 정보를 얻는 외부 서버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46페이지의 “외부 서버를 통해 인증하는 계정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범위

권한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접근 수준을 지정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접근  
수준의 공통 유형으로 미리 정의된 3개의 권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전체 접근, 데이터 입력 전용 및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를 생성하면 볼 수 있는 레이아웃,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프린트가  
허용 여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권한 범위는  
파일 내 특정 테이블에서 레코드 또는 필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계정은 권한  
범위를 지정하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파일을 열 때 접근하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파일에 허용할 수 있는 접근 유형을 정의해야 하는 만큼의 여러 권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40페이지의 “사전 정의된 권한 범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권한

확장 권한은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거나 공유 파일을 열 수  
있는지와 같이 권한 범위에서 허용된 데이터 공유 옵션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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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테이블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확장 권한을 나열합니다. (기타 업체 개발자뿐 아니라 FileMaker는 
추가 확장 권한 권한을 정의하여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Server와 함께 동작하도록 고안된 다
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leMaker Pro는 fmiwp 확장 권한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miwp 확장 권한을 
사용하는 FileMaker Pro 13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면 지정된 권한 범위에서 
확장 권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위에 언급한 파일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호된 파일을 열거나 접근하려면 계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정에 대해 설정된 권한이 사용자가 요청하는 확장 권한 접근의 유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파일에 접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접근 권한 세트에서도 기본적으로 fmreauthenticate10을 제외한 모든 확장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장 권한만 사용하면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특정 권한 세트에 대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하려면 원하는 접근 유형에 대한 공유도 설정해야 합니다. 확장 권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48페이지의 “확장된 권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접근 확장 권한 중 최소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FileMaker Server로 업로드하고 공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가 열릴 때 전체 접근 권한 범위에 대해 fmapp를 사용합니다. 
FileMaker WebDirect를 통해 공유할 때 fmwebdirect 확장 권한만 사용하고 fmapp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FileMaker Pro로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1 "fm"으로 시작되는 확장 권한의 키워드는 FileMaker에서 예약됩니다.

키워드 확장 권한 권한 허용 시 결정하는 사항

fmwebdirect FileMaker WebDirect를 통해  
접근

FileMaker WebDirect를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합니다.

fmxdbc ODBC/JDBC를 통해 접근 ODBC 또는 JDBC를 통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합니다.

fmapp FileMaker 네트워크 및 서버 측 
스크립팅

네트워크에 있는 공유 파일을 엽니다(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되는 파일).

fmreauthenticate10 잠자기/백그라운드에서  
지정된 시간(분) 후 재인증 필요 
(Go만 해당)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 후 또는 파일 최대 절전 모드 후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FileMaker Go에서 파일에  
접근합니다. 기본 시간은 10분이며 최대 시간은 10080분 
(1주)입니다(FileMaker Go만 해당).

fmxml XML 웹 발행을 통해 접근 
- FMS 전용

XML 웹 발행을 통해 웹 브라우저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접근(FileMaker Server만 해당).

fmphp PHP 웹 발행을 통해 접근 
- FMS 전용

PHP 웹 발행을 통해 웹 브라우저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접근(FileMaker Server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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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의된 계정 정보
각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관리자 및 방문자라는 사전 정의된 두 개의 계정을 포함합니다.

관리 계정

관리 계정은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하며 파일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관리 계정은 
암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권한에 설정되지 않은 파일의 해당 파일 옵션은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파일에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설정됩니다.

관리 계정은 전부 편집 가능합니다. 관리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고 암호를 할당하거나 계정을 비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을 삭제할 수 있지만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하나 이상의 다른 활성  
계정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전체 접근 권한 범위로 지정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에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이 계정 이름과 암호를 유실했거나 잊은 경우 파일에 접근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방문자 계정

방문자 계정은 사용자가 아무 계정 정보를 지정하지 않고도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방문자 
계정은 암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자 계정은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하지만 
방문자 계정으로 설정할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자 계정이 비활성화되며, 이는 암호 대화상자에서 방문자 옵션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자는 방문자로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방문자 계정을 사용하여 방문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계정은 일부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계정을 삭제하고 방문자 계정, 이름을 변경하거나 
암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정의된 권한 범위 정보
새로운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3개의 사전 정의된 권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1 전체 접근: 파일에서의 모든 내용 접근 및 변경을 허용합니다.

1 데이터 입력 전용: 데이터 보기 및 입력만 허용합니다.

1 읽기 전용 접근: 데이터 변경이 아닌 보기를 허용합니다.

참고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는 모든 전역 필드에 쓰기 접근을 허용합니다. 전역 필드 및  
모든 레코드 데이터가 보기 전용인 권한 범위를 생성하기 위해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를  
복제하고 사용자 설정 권한에서 레코드를 모든 테이블에서 보기 전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장 권한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제외한 사전 정의된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거나 복제한 다음 복사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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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테이블은 이 권한 범위의 속성을 요약합니다.

레코드를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프린트 허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레코드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로 내보내려면 내보내기 허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레코드를 PDF 또는 Excel 파일로  
저장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130페이지의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 저장 및 전송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전체 접근 권한 범위는 필드, 테이블, 관계 및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외부 데이터 원본 관리 대화상자에 접근을 허용하는 유일한 범위입니다. 계정 및 권한  
변경을 허용하는 권한 범위이기도 합니다. 다른 권한 범위에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정의 변경이나 권한 변경을 작성할 사용자는 전체 접근 권한 범위로 계정이 지정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각 파일에서 하나 이상의 활성 FileMaker 인증 계정이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활성 계정이 전체 접근 권한 범위로 지정되지 않도록 계정을 편집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일에 대한 보안 계획하기
새로운 FileMaker Pro 파일은 처음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파일을 열 때마다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할당하는 관리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됩니다.

1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지 않도록 하려면 파일을 암호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42페이지의 “암호로 파일 보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전체 접근  
권한 범위

데이터 입력 전용 
권한 범위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

레코드(모든 테이블에서) 생성, 편집, 삭제 생성, 편집, 삭제 보기 전용

레이아웃 모두 수정 가능 보기 전용 보기 전용

값 목록 모두 수정 가능 보기 전용 보기 전용

스크립트 모두 수정 가능 및 실행 
가능

모두 실행만 가능 모두 실행만 가능

확장된 권한 모두 끄기, 
fmreauthenticate10  
제외

모두 끄기, 
fmreauthenticate 
10 제외

모두 끄기, 
fmreauthenticate 
10 제외

프린트 허용 켬 켬 켬

내보내기 허용 켬 켬 켬

확장된 권한 관리 켬 끔 끔

데이터 유효성 검증 경고 무시 켬 끔 끔

대기 중일 때 FileMaker Server에서 사용자 
연결 해제

끔 켬 켬

암호 수정 허용 켬 켬 켬

암호 변경 기간(일) 끔 끔 끔

최소 암호 길이 끔 끔 끔

사용 가능한 메뉴 명령 모두 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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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다양한 수준의 파일 접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보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사용자 유형 및 해당 권한을  
나열할 때 고려사항: 

* 레코드별 권한을 사용하여 레코드 삭제와 같은 일부 기능에 제한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별 권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레이아웃, 값 목록 및 스크립트에 접근을 시도하는 파일의 권한 부여를 요청하여 추가로  
파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48페이지의 “파일에 대한 접근 인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공유 파일의 보안 계획하기: 

1. 파일에 필요한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특정 테이블, 필드, 레코드, 레이아웃, 값 목록 및 스크립트와 같이 보호할 파일 영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파일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범위 수를 계획합니다.

2. 각 사용자에 대한 개별 계정이 필요하거나 다중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계정을 그룹화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3. 방문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계정 정보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4. 파일에 필요한 권한 범위를 생성합니다.

5. 특정 권한 범위에 대해 확장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확장 권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파일에 필요한 계정을 생성하고 적절한 권한 범위를 각 계정에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방문자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권한 범위도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방문자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파일을 열고 생성된 각 권한 범위를 테스트합니다. 원하는 제한사항이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권한 범위에 필요한 수정사항을 작성합니다.

8. 선택적으로 파일 접근 탭을 사용하여 다른 파일이 파일의 스키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48페이지의 “파일에 대한 접근 인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암호로 파일 보호하기
컴퓨터에 공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도록 하려는 경우 파일을 암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마케팅 영업 인사 관리 법무 방문자

레코드 보기 예 예 예 예 예 예

레코드 생성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레코드 편집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레코드 삭제 예 제한됨* 제한됨* 예 아니요 아니요

스크립트 수정 예 제한됨*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스크립트 실행 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값 목록 수정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메뉴 모두 편집 전용 편집 전용 모두 최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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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암호로 보호한 후 파일을 열 때마다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도록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계정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파일을 암호로 보호하기:

1. 다음 변경사항을 파일의 계정에 작성합니다.

1 다른 계정 및 암호가 있고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사용하도록 관리 계정을 편집합니다. 

1 방문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파일에서 다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으로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원하는 확장 권한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전체 접근 권한을 편집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확장 권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안 암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안사항

1 일반적으로 보안 암호는 8자 이상이며 하나 이상의 숫자를 포함합니다.

1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zFootBallz2로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 FileMaker Pro
는 zfootballz2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정 암호를 입력할 때 키보드의 Caps Lock 키를  
실수로 켜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 웹 발행을 통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계정 이름 및 암호는 ISO Latin-1 문자 세트(콜론 제외)에  
포함된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웹에서 올바르지 않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정 이름 및 암호를 알파벳과 숫자만으로 제한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및 권한 범위 생성하기
계정은 파일에 대한 계정 이름과 암호(일반적으로)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계정을 포함하는 파일을 
열면 대화상자는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올바른 계정  
이름과 암호로 파일을 열면 해당 계정에 지정된 권한 범위는 해당 파일에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권한 범위는 볼 수 있는 레이아웃, 사용 가능한 메뉴 및 프린트 허용 여부에 대한 접근 수준을  
지정합니다.

파일의 계정 및 권한 범위를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전체 권한 범위가 할당된 계정으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 중인 공유 파일에서 계정과 권한 범위를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정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중인 계정에 대한 암호를 변경하는 경우 FileMaker Pro 
사용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파일을 열 때 새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개별 계정 또는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권한 범위 보기
보안 관리 대화상자는 파일에 대한 모든 계정 및 권한 범위 목록을 표시합니다.

파일의 계정 및 권한 범위 보기:

1.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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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에 대해 정의된 계정이 보입니다. 

3.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권한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이 파일에 대해 정의된 권한 범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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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하기
파일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마케팅" 계정 및 "영업" 계정과 같은  
여러 개인 간에 공유된 소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정마다 권한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하기:

1.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2. 계정 탭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계정 편집 대화상자의 다음을 통해 계정이 인증됨에서 FileMaker를 선택합니다.

외부 서버에서 관리되는 계정에 관한 정보는 146페이지의 “외부 서버를 통해 인증하는 계정 생성
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해당 계정의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비결   개별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하려는 경우 기본 설정 대화상자에서 정의된 사용자 이름의  
각 계정 이름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계정 이름과 암호의 사용자를  
입력하도록 하는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기본 계정 이름입니다. 사용자 이름과 일치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정 이름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계정 사용자가 처음으로 새 암호를 선택하려면 사용자는 다음 로그인 시  
암호를 변경해야 함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중 사용자가 공유하는 계정은 첫 번째 로그인 시 암호를 변경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암호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정을 공유한 다른 모든 사용자를 잠금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계정에 대해 
설정된 권한은 암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계정 상태에서 계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권한 범위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활성화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열 수 없습니다.

7. 권한 범위에서 이 계정으로 사용할 권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기존 권한 범위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권한 범위를 선택하려 새로운 권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47페이지의 “권한 범위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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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명에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옵션).

9. 승인을 클릭합니다.

10.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승인을 클릭합니다. 

11. 표시되는 대화상자에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외부 서버를 통해 인증하는 계정 생성하기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FileMaker Server로 호스트 중이며 조직에서 Apple Open 
Directory 또는 Windows Domain과 같이 사용자와 그룹에 대해 중앙 관리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 서버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독립적인 계정 목록을 관리하지 않아도 기존 인증 서버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만 인증 서버에 대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인증 서버에 대해 인증하지 않습니다.

중요사항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하나 이상의 외부 서버 계정을 포함하면 운영 체제 보안 설정을  
사용하여 파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한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인증 서버 환경을 복제하는 다른 시스템에 파일을 이동하여 파일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ileMaker Server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서버를 통해 인증하는 계정을 생성하기:

1.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2. 계정 탭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계정 편집 대화상자의 다음을 통해 계정이 인증됨에서 외부 서버를 선택합니다.

4. 그룹 이름에 외부 인증 서버에서 정의된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5. 계정 상태에서 계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선택합니다.

6. 권한 범위에서 이 계정으로 사용할 권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지정된 권한 범위는 외부적으로 인증된 그룹 멤버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기존 권한 범위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권한 범위를 선택하려 새로운  
권한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7. 설명에 계정 설명을 입력합니다(옵션).

8. 승인을 클릭합니다.

9.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승인을 클릭합니다. 

10. 표시되는 대화상자에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지정한 계정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제 6 장  |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 147

권한 범위 생성하기
각 권한 범위를 하나 이상의 계정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 생성하기:

1. 위의 단계에 따라 파일의 권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2. 신규를 클릭합니다.

권한 범위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권한 범위 옵션은 가장 제한된 설정값으로 
설정됩니다.

3. 권한 범위의 이름과 옵션인 설명을 입력합니다.

4. 권한 범위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5. 승인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권한 범위를 생성한 후 적절한 권한 범위를 사용하도록 계정을 생성하거나 편집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45페이지의 “계정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계정 및 권한 범위 생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수준의 접근 사용하기 정보
각 테이블에 대해 개별 레코드 접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각 테이블 내의 모든 또는 특정 레코드를 보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합니다.

1 각 테이블 내의 특정 필드에 접근 또는 수정합니다.

현재 파일에 정의된 테이블에 대해서만 레코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보호할  
다른 파일에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경우 다른 파일에 계정과 권한 범위를 생성해야  
이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 편집 대화상자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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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권한 보기
확장된 권한은 파일의 권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데이터 공유 옵션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공유되는 경우 FileMaker 네트워크 확장 권한을 통한 접근은 권한 범위가 클라이언트로 공유 파일을 
열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FileMaker WebDirect 확장 권한을 통한 접근은 권한 범위가 웹 브라우저에
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 확장 권한이 6가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8페이지의 “계정, 권한 범위 및 확
장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선택된 권한 범위의 각 확장 권한을 사용할 뿐 아니라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확장 권한을 볼 수 있
습니다. 전체 접근 권한 세트에서도 기본적으로 fmreauthenticate10을 제외한 모든 확장 권한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확장된 권한을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권한 보기:

1.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엽니다.

2.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3.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확장된 권한 탭을 클릭합니다. 

확장 권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대한 접근 인증하기
전체 보안 계획의 일부로 다른 FileMaker Pro 파일이 보안 솔루션에서 파일의 스키마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테이블, 레이아웃, 스크립트 및 값 목록 포함). 보호를 사용하면 
FileMaker 데이터 원본을 통해 보호된 파일을 사용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파일  
솔루션에서 다른 파일을 인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를 사용하면 파일의 계정이 있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파일에서 테이블을  
사용하는 다른 파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동일 비즈니스 논리(예: 동일 스크립트 트리거)
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 대체 파일을 사용하면 의도된 비즈니스 논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레코드 
수준의 접근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이 옵션을 켜면 인증받지 않은 파일이 파일 열기 스크립트 
단계를 사용하여 보호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참고   보호할 파일 및 인증할 파일에 대해 전체 접근 권한 범위를 가져야 합니다.

파일에 대한 접근 인증하기:

1. 보호할 파일을 엽니다.

2.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하고 파일 접근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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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파일에서 원하지 않는 접근에 대해 이 파일을 보호하려면 이 파일에 대한 참조를 생성하려면 
전체 접근 권한 필요를 선택합니다.

4. 보호된 파일을 참조하는 파일이 현재 열려 있는 경우 각 파일에 대해 경고가 표시되며 파일을  
인증할 것인지 묻습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5. 현재 열려 있지 않은 추가 파일을 권한 부여하려면 권한 부여를 클릭합니다. 파일 열기  
대화상자에서 권한 부여할 로컬 또는 원격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전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승인를 클릭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파일이 복제되거나 런타임 솔루션에 포함된 경우 보호된 파일이 인증된 파일 목록을 유지하므로 
권한 부여 프로세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호된 파일을 복제하거나 클론을 만드는 
경우 각 파일은 또한 동일한 ID를 갖습니다. 동일한 여러 파일 솔루션에서 두 파일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 각 파일이 고유한 ID를 가지도록 파일 중 하나의 ID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보호된 
파일의 고유한 ID를 재설정하려면 모두 재설정을 클릭한 다음 예를 클릭합니다. 재설정한 후에  
보호된 파일에 접근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파일 및 파일이 접근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보호된 파일을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1 파일을 지정된 버전 보다 이전의 FileMaker Pro, FileMaker Go 또는 FileMaker Server 버전으로  
열지 않도록 파일 옵션을 설정하려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접근 권한 부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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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대책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호스트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이들에 접근하는 네트워크는 도용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데이터 및 장비를 보호하려면 다음의 5가지 중요 보안 대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1 물리적 보안 개선

1 운영체제 보안 개선

1 네트워크 보안 구축

1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중요 파일 백업

1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실행 및 업그레이드

FileMaker Pro 파일 보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filemaker.com/support/security를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보안 개선하기
컴퓨터를 점검하여 물리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1 호스트 컴퓨터는 책상이나 잠금 장치가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에 고정된 전용 컴퓨터여야  
합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없도록 컴퓨터를 보호합니다. 잠긴 공간에 저장하여 컴퓨터로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보호합니다. 컴퓨터를 잠그고 암호가  
필요한 화면 보호기를 사용하여 접근을 제한합니다.

1 테이프 및 CD와 같이 휴대용 미디어에 저장된 파일의 백업 복사본에 대한 물리적 보안을  
확인합니다. 

운영체제 보안 개선하기
사용자 운영체제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중요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관리자로 권한이 부여된 개인에게만 접근을 제공하여 시스템 또는 FileMaker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을 해야 합니다.

1 시스템 사용자 ID 및 암호를 추적합니다. 

1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으로 및 파일 디렉토리, 서버 및 웹 페이지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1 파일 공유 및 FTP에 대한 원격 접근 설정을 검토합니다. 

1 파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접근을 제한합니다.

1 모든 사용자에게 최신 보안 버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Windows Domain Authentication 또는 Apple Open Directory에서  
구성된 계정을 사용하는 외부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FileMaker Pro 파일을 파일 서버에 두어 공유하지 마십시오. FileMaker Pro 및 FileMaker Server의 
내장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파일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할 때 파일이  
부적절하게 복사되거나 레코드 잠금 및 잠재적 손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제 6 장  |  데이터베이스 보호하기 151

네트워크 보안 구축하기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에서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
스를 피어 투 피어 또는 FileMaker Server로 공유할 때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CP/IP는 데이터를 이동하고 클라이언트를 데이터에 연결하도록 허용하기에는 좋지만 주요 목적인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호스트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내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도 초대받지 않은 접근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TCP/IP는 데이터에 대해 매우 많은 보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방화벽 및 SSL  
데이터 암호와 같은 방어벽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어벽 방법은 방화벽으로 네트워크를 "방화벽 외부"에 있는 공용  
환경과 "방화벽 뒤"에 있는 개인용 환경의 두 가지 환경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방화벽 외부에 
있는 사용자는 해당 TCP/IP 또는 사용자가 표시한 하드웨어 주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뒤에 있는 컴퓨터가 보호 조치가 거의 없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안 표시된 해당 서버  
컴퓨터의 보안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1 Apple AirPort Extreme과 기타 802.11n 네트워크 카드 및 베이스 스테이션과 같은 무선  
네트워킹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사용자가 구축한  
벽을 넘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킹 신호를  
암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호 암호화를  
사용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중요 파일 백업하기
대체 사이트 및 시스템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복구하여 업무에 중요한 정보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재 백업은 누군가 파일에 대한 관리자 계정 정보를 유실한 상황에서 또는  
사용자 오류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적절하지 않게 수정된 상황에서 복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FileMaker Server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하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자동화된 백업을  
생성합니다.

호스트된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에서 기타 업체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선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을 만든 다음, 사본에 대해 기타  
업체 백업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는 열려 있는 호스트된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및 오후 11시 30분에  
파일의 로컬 백업을 만듭니다. 자정에 엔터프라이즈 백업 시스템에 전체 시스템의 증분 백업을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금요일 밤 자정에 전체 시스템 백업을 수행합니다. 백업 테이프를 복사하여 
원격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 방법에서 여러 드라이브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가 아닌 어떤  
이유로 서버가 중단되는 경우 최대 3시간의 유실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데이터 파일의 최근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하루분 데이터로 유실을  
최소화하는 전날 저녁의 테이프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사용자 상황 및 데이터 값에  
따라 조정됩니다. 

1 백업 사본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또는 접근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백업 사본을 필요로  
하기 전에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진단 도구 및 백업 파일을  
주기적으로 실행합니다.

1 백업 사본에서 전체 파일 세트를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어 파일 손상에 대해 보호합니다.

1 백업 미디어 자체를 보호합니다. 별도의 방재 위치에 백업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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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백업을 할당합니다. 

1 중복에 대해 계획합니다. 전원이 꺼지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하게 모든 파일을 닫을 수 있도록 
UPS(Universal Power Supply)는 최소 15분 동안 전원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전원을 적절한  
시점에 복구할 수 없는 경우 발전기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라우터 및 방화벽에 대한 전원을 고려하십시오. 인터넷 접근이 48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통신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1 침입자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중단시켜서 해당 서버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법을 고려합니다. 

1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시나리오를 점검하여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는 데이터 시스템 및 업무에 치명적인 기능에 대한 위험 요소를 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고려합니다.

1 데이터 도용 또는 지적 소유권 도용. 

1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데이터 백업 저장 장치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장애, 도용 또는 손상. 암호 크래거 또는 다른 유형의 악의적인 방해 행위 및 파괴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1 건물 화재, 환경적 또는 생물학적 위험 요소, 홍수 등과 같은 조직 인프라에 대한 장애 또는 손상. 

1 환경적 조건이나 토네이도 또는 홍수와 같은 심각한 날씨로 발생된 전력, 통신(음성 및 데이터),  
교통망(도로, 버스, 기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애 및 손상.

FileMaker Pro는 일관성 확인 및 파일 복구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손상되었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합니다. 일관성 확인은 파일이 열려 있을 때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파일의 일관성을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에서  
손상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 검사 및 복구하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합니다.

중요사항   예기치 않은 전력 유실, 하드 드라이브 오류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백업 파일을 사용합니다. FileMaker Server를 적절하지 않게 종료시키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캐시된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고 파일이 적절하게 닫히지 않은 경우 파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다시 열려서 (FileMaker Pro 또는 사용자가 시작하여) 일관성  
검사 또는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라도 파일에 손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복구로는 문제가 
수정되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실행 및 업그레이드하기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인터넷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전송되는 바이러스로 
부터와 같이 피해에 취약합니다. 직원 모두 바이러스 백신 검사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일반적인 바이러스 경고 신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은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 또는  
다운로드하기 전에 파일을 모두 검색하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청하지 않은  
첨부 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반면,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하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를 검색할 때 종종 파일 내의 바이트를 잠급니다. 이렇게 잠그면 
운영체제가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Server가 파일에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오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파일이 종종 손상됨 및 닫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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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또한 FileMaker Server가 백업 대상으로 사용하는 파일에 적용됩니다. 예약된 백업이 
발생할 때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백업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 대상 파일이 잠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업 프로세스가 실패되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
어가 열려 있는 공유되지 않은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검색할 때 이와 동일한 데이터  
유실 문제가 적용됩니다.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하는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다음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1 열려 있거나 호스트된 데이터베이스에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닫은 다음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십시오.

1 바이러스에 대해 컴퓨터를 검색할 때 데이터베이스 폴더 및 하위 폴더 또는 FileMaker Server나 
FileMaker Pro를 통해 파일을 활발히 호스트하는 파일을 포함하는 모든 폴더를 검색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 백업 대상 폴더를 검색하고 
바이러스 백신 검색 일정이 FileMaker Server 백업 일정과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에 완전히 백업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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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13으로 사용하려면 FileMaker Pro 11 및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파일을 
FileMaker Pro 12 포맷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파일을 변환할 때 FileMaker Pro가 변환.log 파일을 생성하여 변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변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FileMaker Pro 버전 7.x, 8.x, 9.x, 10.x 또는 11.x에서 생성된 파일을 FileMaker Pro 12 포맷으로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후에 파일은 FileMaker Pro 12 이상이 지원되는 버전으로만 호환됩니다. 
파일을 FileMaker Pro 7 이전 버전으로 변환하려면 최신 평가판 버전 FileMaker Pro 11을  
사용하십시오. http://www.filemaker.com/download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수동으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변환되지 않은 변환 파일에서 항목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래 파일에서 항목을 수정한 다음 다시 파일을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변환한 후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변환.log 파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변환된 파일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변환.log 파일은 수정이 필요한 파일의 모든 항목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환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테스트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스크립트가 예상한 대로 작동하고 계정 및 
권한 범위가 요구되는 파일 보안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FileMaker Pro 12와 FileMaker Pro 13이 동일한 파일 포맷을 사용하더라도 FileMaker Pro 12를  
사용하여 FileMaker Pro 13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FileMaker Pro 파일 변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변환 개요
파일을 변환할 때 FileMaker Pro 13은 원본 파일의 내용을 유지하여 새로운 FileMaker Pro 12 포맷으로 
변환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원본 파일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으며 이전 버전의 FileMaker Pro에서  
원본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하기 전에 주의깊게 변환을 계획해야 
합니다. 

단일 파일 또는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변환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파일에서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 독립 실행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단일 파일을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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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을 변환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 모두를 변환합니다.  
변환하려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또는 파일을 포함하는 폴더)을 
FileMaker Pro 13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FileMaker Pro 열기 대화상자
에서 여러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별 폴더에서 여러 파일이 변환되면 모든 변환된 파일이 동일한 폴더에 생성됩니다. 원본  
파일의 위치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더 쉽게 변환하려면 여러 파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파일을 동시에 변환하십시오. 변환 후에 각각의 파일 세트를 원본 파일 구조의 복제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일 및 여러 개의 파일 변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변환 문제 해결하기
변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FileMaker Pro 13에서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변환하려는 파일이 초기 버전의 FileMaker Pro로 열리는 경우(예: 재고.fp7 파일이 FileMaker Pro 11
로 열림) 초기 버전에서 파일을 닫습니다.

파일이 제대로 변환되지 않았습니다

1 파일 사본을 변환 중인 경우 복사하기 전에 원본 파일이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본이 제대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1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폴더에서 변환.log 파일을 확인합니다.

1 이전 버전의 FileMaker Pro를 사용하여 우선 파일을 복구한 다음 다시 파일을 변환합니다. 

원본 파일을 해당 버전의 FileMaker Pro로 열었을 때 일관성 검사 또는 자동 복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FileMaker Pro 버전을 사용하여 원본 파일을 복구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동일한 버전으로 
복구된 파일을 열고 파일을 닫은 다음 FileMaker Pro 13으로 변환해보십시오.

변환된 파일이 나의 암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암호는 FileMaker Pro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전 버전의 FileMaker Pro에서 생성했던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파일의 소유자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닌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암호 정보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스냅샷 링크를 열 수 없습니다

FileMaker Pro 11을 사용하여 생성된 스냅샷 링크를 열 수 없습니다. 레코드가 발견된 위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한 다음 스냅샷 링크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FileMaker Pro 11 파일에서 복사한 레이아웃 대상체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FileMaker Pro 13 이전 버전의 FileMaker Pro로 생성된 파일에서 복사된 레이아웃 대상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FileMaker Pro 13으로 변환하고 대상체를 편집하거나 새로운 FileMaker Pro 13  
파일로 대상체를 다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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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검색   39

P
PDF 설명서   8
PDF, 다음으로 데이터 저장하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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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필드

데이터 요약하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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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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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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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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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51
데이터베이스   51
파일 보안   141

공식, 계산 필드   63
공유 파일

네트워크도  참조
계정   142
권한 범위   142
권한 설정하기   138
열기   17
웹 상에서   136
저장하기   125
제한   124
클라이언트   125
호스트   125

공유되지 않은 필드   142
관게 연산자   111, 1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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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계획하기   54
다중 조건   114
단일 조건   113
레코드 범위 반환하기   116
변경하기   119
비교   115
생성하기   118
설명   111
셀프 조인   117
유형   112

관계 그래프
관계 생성하기   118
설명   111
텍스트 메모   118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51, 117
관련된 테이블

planning   51
설명   111

설명   15, 108
용어   111
일치 필드

계획하기   112
설명   111

포털   111
관련된 레코드

레코드도 참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escribed   111
데이터 요약하기   120
복사하기   26
복제하기   26
삭제하기   27, 120
정렬하기   120
찾기 및 제외하기   38
추가하기   26, 120
포털에서 배치하기   92
포털에서 표시하기   92

관련된 테이블
계획하기   51
설명   111

관련된 파일, 접근 제한하기   55
관련된 필드

필드도 참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계산   64
계획하기   54
데이터 요약하기   120
레이아웃에서   90
설명   111

관련된 필드에서 데이터 요약하기   120
관리 계정   140, 141
권한 범위

데이터 입력 전용   140
보기   143
사전 정의   140
설명   138
읽기 전용 접근   140
전체 접근   140, 148
정의하기   147

권한. 계정 참조; 권한 범위
그래픽, 필드 포맷   98
그룹. 계정 참조; 권한 범위
기본 키. 일치 필드 참조
기준선 오프셋   94
기준선, 텍스트   94
기호

및 필드 이름   57
찾기   35

꼬리말, 설명   101

ㄴ
날짜

4자리 연도   69
날짜 필드도 참조
데이터 입력하기   28
오늘 항목 찾기   36
유효성 검증하기   69
유효하지 않음   36
입력하기   28
찾기   36
캘린더 표시하기   91
포맷   95

내보내기
파일 교환하기도 참조
설명   130
파일 포맷   130
포맷   135

내용이 일치하는 필드   35
네트워크

FileMaker Server   124
크로스 플랫폼   13, 124

네트워크 보안 지침   151
논리적

AND 검색   39
OR 검색   39

누적 막대형 차트   105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105

ㄷ
다른 파일에서 데이터 검색하기. 파일 교환하기 참조
단락, 포맷   94
단일 페이지 형식 레이아웃. 테이블 보기 참조
단축키 메뉴, 선택하기   14
대상체, 레이아웃

selecting   88
다른 대상체로 정렬하기   83, 85
선택하기   88
설명   81
스타일 설정하기   101
위치 지정하기   84
자동 크기 조절 옵션 설정하기   84
잠금   88
포맷   83

대소문자 구분 텍스트, 찾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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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져오기   130
공유 권한   138
내보내기   130
설명   14
자동으로 입력하기   25, 68
차트 만들기   105
테이블 보기에서 보기   29
포맷 지정하기   83
형식, 목록, 테이블로 보기   22

데이터 소스
FileMaker 참조 수정하기   18
설명   136

데이터 유형
필드 유형도 참조
및 계산 결과   65

데이터 유형 제한   69
데이터 입력   28, 67–70
데이터 입력 전용 권한 범위, 설명   140
데이터 입력하기

자동으로   68
필드에 입력하기   28

데이터 필드
4자리 연도   28, 69
값 입력 및 편집하기   28
설명   58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기
레이아웃 모드에서 차트 생성하기   105
레이아웃 모드에서 차트 편집하기   107
빠른 차트   105
설명   105
탐색 모드에서 차틑 생성하기   105

데이터베이스
계획하기   51
보호하기   137
생성하기   55
설명   14
웹에서 발행하기   136
지금 생성하기에 대한 환경설정   56
프린트하기   45

데이터베이스 관리 대화 상자,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61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파일
설명   10

데이터베이스 잠금. 계정 참조; 권한 범위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참조
도구

상태 도구 막대   22
선택 도구   88
슬라이드 제어 도구   82
탭 제어 도구   81
팝오버 버튼 도구   82
필드 도구   90
필드/제어 도구   90

도움말, FileMaker Pro 얻기   8
도큐멘트 환경설정   50
동적 가이드, 레이아웃 모드에서   87
동적 리포트, 테이블 보기에서 생성하기   30, 65
드롭다운 목록, 다음으로 필드 표시하기   91

드롭다운 캘린더   91

ㄹ
라디오 버튼, 다음으로 필드 표시하기   91
레이블

field   90
부분   99
세로   76
프린트하기   47
필드   90

레이블 레이아웃, 설명   76
레이블(메일링), 프린트하기   46
레이아웃

공백   75
너비 변경하기   57
데이터 차트 만들기   105
도구   81
레이블   76
레이아웃 및 레이아웃 폴더 관리하기   74
리포트   77
모드 팝업 메뉴   22
목록 보기   77
봉투   77
생성하기   73
설명   10, 73
세로 레이블   76
슬라이드 패널   81
열

너비 변경하기   80
설정   79

유형   75
치수 단위   84
탭 패널   81
테마   78
테마 변경하기   78
팝오버   82
프린트하기   45
필드

관련된 배치하기   92
레이아웃으로 드래그하기   90
배치하기   89
병합   80
선택하기   88
제거하기   91
표시하기   10, 73

필드 추가하기   89
형식 보기   22

레이아웃 대상체. 대상체 참조
레이아웃 막대   19, 22
레이아웃 모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기본 변경하기   56
설명   22
차트 생성하기   105

레이아웃 및 레이아웃 폴더 관리하기   74
레이아웃 배경, 스타일 설정하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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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부분
꼬리말   101
머리말   101
본문   101
설명   101
소계   101
스타일 설정하기   101
제목 머리말 및 꼬리말   101
총계   101
필드 레이블   90

레이아웃 테마
가져오기   78
변경하기   57
설명   78

레이아웃 팝업 메뉴   19, 73
레이아웃 폴더, 관리하기   74
레이아웃으로 필드 드래그 앤 드롭   90
레코드

가리기   42
관련 항목 삭제하기   27
내보내기   135
복사하기   25, 30
복제하기   25, 30
삭제하기   30
선택하기   24
설명   16, 17
열에서 프린트하기   78
이동하기   24
일치하기   133
잠금   128
정렬된 관련 항목 표시하기   120
정렬하기   35, 43

관련된 레코드   120
테이블 보기에서   30

제외하기   40
찾기   31
추가   25, 30, 132
탐색하기

개별   22
목록에서   23

테이블 보기로 작업하기   30
포털에서 필터링하기   120
형식, 목록 도는 테이블로 보기   22
활성   24

레코드 가리기   42
레코드 복제, 찾기   39
레코드 일치하기, 업데이트   133
레코드 정렬하기

관련   120
설먕   43
설명   35
테이블 보기에서   30

레코드 찾기
찾기 요청도 참조, 빠른 찾기
관련 필드 및 레코드   38
기호   35
논리적 AND 검색   39
논리적 OR 검색   39
다중 기준   39
레코드 복제   39
레코드 제외하기   40
모든 레코드   34
모든 레코드 보기   34
부울 숫자   36
비어 있는 또는 비어 있지 않은 필드   38
새로운 요청 추가하기   39
설명   31
스냅샷 링크 저장 및 보내기   12, 32
오늘 날짜   36
요청 순서   41
유효하지 않은 값   36
정보 범위   37
정확한 값   35
탐색 모드에서 빠른 찾기   31

레코드 탐색하기   22
리포트

열 목록/리포트 레이아웃도 참조; 레이아웃; 소계
그룹화된 데이터

생성하기   77
프린트하기   45

미리보기   45
생성하기   73
열의 레코드   78

리포트 레이아웃
그룹화된 데이터   77
설명   77

ㅁ
마우스, 시스템 환경설정(OS X)에서 구성하기   14
막대 차트, 설명   105
막대형 차트   105
매크로. 스크립트 참조
머리말 및 꼬리말, 설명   101
머리말, 설명   101
멀티미디어 파일   58
메일 병합, 병합 필드 사용하기   92
메일링 레이블   76
모드 팝업 메뉴   22, 73
목록 보기 레이아웃, 설명   77
목록 보기, 설명   23
목록, 레코드 보기   22
목록, 요약필드   66
목록으로 보기, 설명   23
문자

필드 이름에 허용되지 않음   57
필드에서 최대   28

문자 텍스트 검색   35
미리보기 모드, 설명   2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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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52
반복 가져오기

설명   130
설정을 위한 계정   131

방문자 계정   140
배지, 빠른 찾기를 위한 필드   32
백업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152
지침   151
파일에 대한 스크립트   50

버튼, 탭 순서에 포함   27
변경하기

관계   119
조회   123
찾기 요청   41
필드의 데이터   28
환경설정   50

변수, 기호   57
병합 포맷   130
병합 필드

레이아웃에서 배치하기   92
설명   47

보기
계정   143
권한 범위   144
미리보기 모드에서 페이지 나누기 및 페이지 번호   45
프린트 영역   45
형식, 목록 또는 테이블로 레코드   22
확장된 권한   148

보안, 파일
계획하기   141, 150
네트워크 지침   151
운영 체제 지침   150

보조 파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참조
복사하기

관련 레코드   26
레코드   25
스크립트   21
파일   20
필드 정의   21

복제하기
관계 그래프의 테이블   117
관련 레코드   26
레코드   25, 30
파일   21

본문(레이아웃), 설명   101
봉투 레이아웃, 설명   77
봉투, 프린트하기   47
부분. 레이아웃 부분 참조
부울 값

설명   36, 58, 70
찾기   36
포맷   95

분산형 차트   105
브라우저, 웹, 발행된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하기   136
비교 연산자   64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은 필드   38

빈 레이아웃
레이아웃도 참조
설명   75

빈 레코드, 프린트하기   46
빠른 시작 화면, 설명   16
빠른 차트, 생성하기   30, 105
빠른 찾기

레코드 찾기도 참조
구성하기   32
설명   31
수행하기   31
필드의 배지   32
활성화하기   32

ㅅ
사용자 설정 메뉴, FileMaker Pro Advanced   9
사운드 파일   58
사진 필드. 컨테이너 필드 참조
사진, 컨테이너 필드에서   58
삭제하기

관련 레코드   27, 120
데이터   28
레이아웃의 필드   91
찾기 요청   41
필드 정의   62

상태 도구 막대   22, 81
상태 도구 막대의 원형 차트 아이콘   33
새로운 레이아웃/리포트 지원, 설명   74
색상, 텍스트 변경하기   94
서버. 호스트 참조; FileMaker Server
선 차트, 설명   105
선택 도구   88
선택하기

대상체   88
레코드   24
필드   27, 88

설정. 환경설정 참조
세로 레이블 레이아웃, 설명   76
세로로 쓰기   98
세로형 차트   105
셀프 조인

설명   117
포털에서 데이터 요약하기   120

셀프 조인된 파일 복사   21
소계

리포트도 참조; 요약 필드
리포트 생성하기   77
파트, 설명   101
프린트하기   45

소스 테이블(관계), 설명   111
소스 파일(관계), 설명   111
속성, 텍스트   93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파일
설명   10

수, 요약 필드   65
수학 연산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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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유효하지 않음   36
포맷   95

숫자 필드
필드도 참조
값 입력 및 편집하기   28
설명   58
찾기   36
포맷   95

스냅샷 링크, 다음으로 찾기 세트 저장 및 보내기   12, 32
스크린 스텐실, 레이아웃 모드에서   87
스크립트

복사하기   21
설명   12, 49
수행하기   49
프린트하기   48

스크립트 트리거   12, 49
스타일, 대상체, 부분, 레이아웃 배경 설정하기   101
스트링, 텍스트. 텍스트 참조, 문자
슬라이더, 레코드에서 이동하기   24
슬라이드 제어

설명   81
탭 순서에서 포함하기   27
필드 값 찾기 및 대치하기   43

슬라이드 패널, 설명   81
시간

유효하지 않음   36
찾기   36
포맷   96

시스템 환경설정, 마우스 구성하기(OS X)   14
시작 솔루션. 템플릿 참조
시작하기 둘러보기   9
십진수   95

ㅇ
아시아 텍스트

입력   98
프린트하기   98
회전하기   98

암호
관련된 파일, 계획하기   55
정의하기   143
파일 보호하기   142

암호화.  계정 참조; 권한 범위
양수/음수 세로 막대형 차트   105
여백, 미리보기 모드에서 표시하기   45
연도

날짜 필드에서 4자리   28, 69
타임스탬프 필드에서 4자리   28

연산자
관계형   111, 115, 119
비교   64
수학   64
찾기 요청에서   33, 37

연산자 목록   33

열
너비 변경하기   80
레코드 프린트하기   78
테이블에서 크기 조정하기   29

열 미리보기   78
열기

다중 윈도우   19
파일   16

영역 차트, 설명   105
오늘 날짜, 찾기   36
오른쪽 클릭하여 컨텍스트 메뉴 표시   14
옵션, 파일   50
외부 데이터 소스   136
외부 서버 계정   138, 146
요소. 대상체 참조
요약 부분. 소계 참조
요약 필드

레이아웃에서   101
목록   66
생성하기   65
설명   58, 65
옵션   66
전체 중 일부   66
총계   65
최대   66
최소   66
테이블 보기에서 정의하기   65
표준 편차   66

원형 차트, 설명   105
웹 뷰어   11
웹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발행하기   136
웹, 및 필드 이름 고려 사항   57
윈도우

다중 열기   19
닫기   20

윈도우 및 파일 닫기   20
유효하지 않은 값, 찾기   36
응용 프로그램 환경설정   50
이동하기

레코드에서 레코드로   24
필드에서 필드로   27

이름 지정하기
테이블   73
필드   60, 61

이메일
FileMaker Pro에서 보내기   130
SMTP를 통해 보내기   130

인덱스
텍스트 필드 제한   36
필드   71

인증
Apple Open Directory   146
Windows 도메인   146
설명   138
외부 서버를 통해   146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 계정 참조; 권한 범위
인증된 사용자. 계정 참조;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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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웹도 참조
공유된 파일   136

일치 필드
필드도  참조
가져오기 업데이트   133
설명   111, 112

읽기 전용 접근 권한 범위, 설명   140

ㅈ
자, 보기 및 가리기   85
자동 완성   91
자동 입력   68
작업 자동화하기. 스크립트 참조
잠겨 있는 대상체   88
잠겨 있는 레코드   128
잠그기, 공유된 레코드   128
저장되지 않은 결과   71
저장된 결과   71
저장하기

Excel 및 PDF 포맷으로   130
공유 파일   125
데이터 자동으로   20
스냅샷 링크로 찾기 세트   12
파일   20

전역 저장 장치 옵션   71
전체 접근 권한 범위, 설명   140, 148
전체 중 일부, 요약 필드   66
접근 권한. 계정 참조; 권한 범위
접근 제한하기. 계정 참조; 권한 범위
접근 제한하기.계정 참조; 권한 범위
정렬하기

단락의 텍스트   94
대상체를 다른 대상체로   83
체크상자 및 라디오 버튼에 있는 텍스트   94
컨테이너 필드를 텍스트로   98

정보 범위, 찾기   37
정보 보기

다중 열기   83
레이아웃 대상체 위치 지정하기   84
설명   81
열기   83
포맷

레이아웃 대상체   83
필드 데이터   93

정의하기
추가도  참조; 배치하기
값 목록   91
계산 필드   63
계정   145
권한 범위   147
데이터베이스   57
암호   143
요약 필드   65
조회   121
테이블   72
필드   57

제외하기
관련된 레코드   38, 41
레코드   40
프린트 중 필드   92

제한
파일 이름   57
필드의 문자   28

조인 표현식. 관계 참조
조인 필드. 일치 필드 참조
조회

대상 필드 조회   111
변경하기   123
설명   108
소스 필드 조회   111
정의하기   121
중지 또는 중단   123

조회 중지하기   123
즐겨찾기 파일   18

ㅊ
찾기 모드, 설명   22
찾기 세트

설명   22, 32
스냅샷 링크 저장 및 보내기   12, 32
제외된 세트 사이에서 전환하기   42

찾기 요청
찾기 요청도 참조
기준 좁히기   39
넓히기 기준   40
다중   39, 40
반복하기   41
복귀하기   41
삭제하기   41
새로 추가하기   39
설명   32
연산자   33, 37
찾기 및 제외 혼합하기   40
편집하기   41

찾기 요청 반복하기   41
찾기 요청 복귀하기   41
찾기 요청순서   41
채우기 문자, 단락에 대한 문자 설정하기   94
체크상자, 다음으로 필드 표시하기   91
총계, 설명   101
총계, 요약 필드   65
최근 파일   18
최대, 요약 필드   66
최소, 요약 필드   66
추가

정의하기도 참조; 배치하기
관련 레코드   26, 120
레코드   25
새로운 찾기 요청   39
테이블   72
필드   57

추가 참조 생성하기; 정의하기
추가 필드   67
치수 단위, 변경하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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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캘린더, 필드에서 표시하기   91
컨테이너 필드

필드도 참조
설명   58
저장 장치 옵션   68
텍스트로 정렬하기   98
파일 삽입하기   28
파일의 단일 복사본에 콘텐츠 저장하기   21
포맷   98

컨테이너 필드에 대한 저장 장치 옵션   68
컨테이너 필드에 파일 삽입하기   28
컨텍스트 메뉴, 다음에서 선택하기   14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포맷   130
콤보 박스, 다음으로 필드 표시하기   92
크로스 플랫폼, 파일 공유   18
클라이언트

설명   125
작업 수행하기   128
파일 저장하기   125

클론(파일)   21
키 필드. 일치 필드 참조

ㅌ
타이프 어헤드 기능   91
타임 필드

값 입력 및 편집하기   28
설명   58

타임스탬프 필드
4자리 연도   28
값 입력 및 편집하기   28
설명   58

타임스탬프, 포맷   97
탐색 모드

데이터 찾기   31
설명   22
차트 생성하기   105

탭
위치 및 정렬 설정하기   94
필드에 삽입하기   28

탭 순서   27
탭 제어

설명   81
탭 순서에서 포함하기   27
필드 값 찾기 및 대치하기   43

탭 제어, 설명   81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포맷   130
테마, 레이아웃

가져오기   78
변경하기   57, 78
설명   78

테이블
다음으로 레코드 보기   22
데이터를 새로운 항목으로 가져오기   132
설명   15
이름 지정하기   73
정의하기   72
테이블 발생   112

테이블 보기
테이블 포맷도 참조   29
데이터 보기   29
동적 리포트 생성하기   30, 65
레코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메일 메시지 보내기   30
레코드 복사하기   30
레코드 복제하기   30
레코드 삭제하기   30
레코드 정렬하기   30
레코드 추가하기   30
레코드로 작업하기   30
빠른 차트 생성하기   30
열 순서 및 크기 변경하기   29
요약 필드 정의하기   65
필드 가리기 또는 보기   63
필드 생성 및 변경하기   63

테이블 보기에서 필드 수정하기   63
테이블 포맷

테이블 보기도 참조
다음으로 레코드 보기   23
설명   23

테이블로 보기, 설명   23
텍스트

필드도 참조
강조 표시하기   94
색상 변경하기   94
선택하기   88
속성   93
아시아 텍스트 회전하기   98
찾기   35
체크 상자 및 라디오 버튼으로 정렬하기   94
포맷   93
필드   58

텍스트 강조 표시하기   94
텍스트 기준선, 옵션 지정하기   94
텍스트 메모, 관계 그래프에서   118
텍스트 필드

값 입력 및 편집하기   28
설명   58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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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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