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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FileMaker Pro Advanced 소개

FileMaker® Pro Advanced 사용을 환영합니다. 이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고급 개발 및 사용자 설정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생성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Advanced에는 FileMaker Pro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1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생성, 사용자화 및 배포를 위한 개발자 유틸리티.
1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는 스키마에서 포괄적인 설명서 발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기능.

1 FileMaker 스크립트의 체계적인 테스팅 및 디버깅을 위한 스크립트 디버거.
1 필드, 변수 및 계산을 모니터하기 위한 데이터 뷰어.
1 필드 또는 테이블을 복사하기 위한 복사 기능. 동일한 파일 내에서 또는 다른 파일 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테이블 스키마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 솔루션에 대해 사용자화된 메뉴 생성을 위한 사용자 설정 메뉴 기능.
1 솔루션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함수 생성을 위한 사용자 설정 함수 기능.

이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는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ileMaker Pro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으로 제공되는 솔루션 및 FileMaker 지식 기반과 같은 FileMaker 웹 사이트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려면 도움말 메뉴 > 리소스 센터를 선택하십시오. 

FileMaker Pro에 관해 더 알아보고 다른 사용자와 지원 주제에 대해 토론하려면 FileMaker 포럼을  
방문하십시오. 도움말 메뉴 > FileMaker 포럼을 선택하십시오.

FileMaker Pro Advanced 설명서 사용하기
이 설명서는 FileMaker Pro Advanced와 함께 제공되는 종합 설명서의 일부입니다. FileMaker Pro 
Advanced에는 FileMaker Pro 기능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 사용에 익숙하고, FileMaker Pro Advanced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생성해 본 적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FileMaker 제품군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FileMaker Pro 사용 설명서로 시작하십시오.

비결   FileMaker Pro에서 솔루션을 사용 및 생성하기 위한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면 FileMaker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이용하십시오. 둘러보기를 시작하려면 도움말 메뉴 > 제품 설명서 > 시작하기  
둘러보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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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FileMaker Pro Advanced 기능 설명서(본 설명서):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

1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 설치 및 새로운 기능 설명서: 설치 지침 및 최신 버전의 
새로운 기능 목록 포함

1 FileMaker Pro 사용 설명서: 주요 개념 및 기본 절차 포함
1 FileMaker Pro Advanced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XML 출력 문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도구를 생성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FileMaker Pro Advanced DDR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XML 출력 문법 설명

1 FileMaker ODBC 및 JDBC 가이드: FileMaker 소프트웨어를 ODBC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 
ODBC 및 JDBC 응용 프로그램용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설명

1 FileMaker SQL 참조: FileMaker에서 지원되는 SQL 문, 표현식 및 함수 설명
1 FileMaker WebDirect™ 설명서: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FileMaker Server를 통해 호스트된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 레이아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설명

PDF 설명서 위치
PDF 버전의 FileMaker 설명서에 접근하기:

1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도움말 메뉴 > 제품 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1 추가 설명서는 http://www.filemaker.com/documentation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런타임 솔루션에 대한 사용권 계약 준수
FileMaker Pro Advanced 사용권 계약을 통해 FileMaker Pro 수에 제한 없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로열티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수해야 하는 사용권 계약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몇 가지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1 최종 사용자 기술 지원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1 기술 지원에 대한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하는 "정보"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레이아웃 생성에 관한 정보는 7페이지의 “개발자로서의 책임”을 참조하십시오.

1 FileMaker Pro Advance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FileMaker Pro Advanced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FileMaker Pro Advanced 사용권 계약의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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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로서의 책임
FileMaker, Inc.는 파일 복구에 대한 확고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FileMaker는 고객에게 복구된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FileMaker는 계정 이름 및 암호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암호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배포하거나 전체 접근 권한을 제거하여 파일 복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FileMaker가 파일을 복구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여러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암호 또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2.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모든 파일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레이아웃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레이아웃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레이아웃 이름은 “정보”라는 단어로 시작해야 합니다.

4. 정보 레이아웃은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솔루션 이름
1 회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1 지원 정책(예: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간)

5. 정보 레이아웃은 다음 경고를 정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자 경고: 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위에서 확인된 개발자만 제공할 수 있는 암호를  
포함합니다.”

6. 개발자 유틸리티의 파일에서 관리자 접근을 영구적으로 제거 옵션을 선택하여 전체 접근 권한을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한 경우 정보 레이아웃은 다음 경고를  
정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자 경고: 이 파일은 사용자화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사용자화에 대한  
정보는 위에 명시된 개발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ileMaker 파일에서 계정 및 권한 보호는 고객이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차단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FileMaker는 고객이 기타 업체의 솔루션 또는 도구를 통해 암호를 식별하거나  
우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ileMaker는 암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담 및 
개발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고객과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FileMaker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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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생성하기

FileMaker Pro Advanced는 다음을 지원하는 개발자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파일 세트 이름 변경 및 관련 파일 및 스크립트에 대한 내부 링크 자동 업데이트
1 독립형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인딩하여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가 없이도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1 모든 계정에서 관리적인 접근 제거 및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설계적이거나 구조적인  
요소를 수정하지 않도록 방지

1 키오스크 모드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표시
1 사용자의 파일에 FileMaker Pro 파일 확장자 추가
1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허용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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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유틸리티 사용하기
데이터베이스 파일 사용자화하기 또는 런타임 솔루션에 해당 파일 바인딩하기:

1. 사용자화할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닫으십시오.

2. 도구 메뉴 > 개발자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3. 이전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했고 사용자 설정을 저장한 경우  
설정 로드를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열리고 사용자의 설정 파일을 찾기 위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화하려는 파일을 찾으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여러 파일을 런타임 솔루션으로 바인딩하는 경우 주요 파일을 지정하려면 목록에서 파일을  
이중 클릭합니다.

6.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 변경 상자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한 
다음 변경을 클릭합니다.

7. 파일을 제거하려면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8.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서 지정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사본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합니다. 

9. 새로운 파일이 이전 버전을 덮어쓰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프로젝트 폴더 내의 일치하는 파일  
덮어쓰기를 선택 해제합니다.

중요사항   프로젝트 폴더 내의 일치하는 파일 덮어쓰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개발자용  
유틸리티는 파일 목록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을 덮어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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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새로운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사본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생성을 클릭합니다.

참고   FileMaker Pro Advanced가 관련 파일 및 스크립트에 대한 내부 링크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추가로 사용자화하거나 파일을 바인딩하고자 하는 경우 솔루션 옵션  
아래에서 지정을 클릭합니다.

11. 솔루션 옵션 지정 대화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2. 승인을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 바인딩하기

런타임 솔루션 응용 프로그램 생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은 데이터베이스는 FileMaker 파일 확장자를 가져야 함 옵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옵션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솔루션 생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솔루션에 대한 모든 관리 접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파일에서 관리자 접근을 영구적으로 제거를 선택합니다.

중요사항   제거하면 관리자 접근이 사용자 설정 솔루션으로 복원될 수 없습니다.

키오스크 모드에서 솔루션을  
열기 위해 전체 접근 권한 없이  
계정을 강제로 적용하기

관리자 계정이 아닌 계정에 대해 키오스크 모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16페이지의 “키오스크 솔루션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파일 이름에 
FileMaker 확장자 추가하기

데이터베이스는 FileMaker 파일 확장자를 가져야함을 선택합니다.

참고   런타임 솔루션 응용 프로그램 생성을 선택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확장자가 없는 파일에 확장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동안 발생한 오류를  
기록하기 위한 로그 파일 생성하기

처리 중인 오류의 오류 로그 생성을 선택합니다. 

오류 로그의 위치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메모

1 오류 로그의 파일 이름 및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폴더에 파일 이름 
로그 파일.txt로 저장됩니다.

1 옵션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오류는 오류 로그에 기록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오류가 발생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허용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활성화(또는 파일 재암호화)를 선택합니다. 

해당 파일의 공유 ID(여러 파일 솔루션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연결함), 전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 암호화된 암호 및 암호 힌트를 입력합니다.

경고   암호화된 암호를 잃어버렸거나 잊은 경우 해당 파일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메모

1 동시에 여러 파일을 암호화하여 동일한 암호화된 암호 및 공유 ID를 갖습니다.
1 기본적으로 FileMaker Pro Advanced는 외부적으로 저장된 컨테이너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보안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암호화할 
때 컨테이너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으려는 경우 공개 저장 장치 유지  
체크상자를 선택합니다.

1 런타임 솔루션의 일환인 데이터베이스 파일 암호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암호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암호화 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제거를 선택합니다.

파일에 대한 암호화된 암호를 입력하고 지정을 클릭한 다음 전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의 계정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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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려면 설정 저장을 클릭하고 설정 파일에 대한 폴더 및 위치를 선택합니다.

14. 생성을 클릭합니다.

런타임 솔루션 생성 정보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를 실행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독립형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유틸리티는  
사용자 파일의 복사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이름으로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 테이터베이스 
파일 또는 파일들을 바인딩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FileMaker Pro의 기능 및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와 FileMaker Pro의 다른 점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부록 A의 “FileMaker Pro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에게 배포할 준비를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여러 차례 바인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완료했고 최종 버전을 바인딩하여 배포할 준비가 되면 런타임 솔루션이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철저히 테스트해야 합니다.

참고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필요한 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다중 파일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및 접근 권한과 같은 다른 요소는 파일 수준으로 저장되므로  
일부 복합적인 솔루션은 여전히 다중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축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다음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보조 파일을 연결하는 주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1 보조 파일을 열기 위한 스크팁트 및 버튼, 주요 파일로 돌아가기, 시동 시 시작 화면 레이아웃  
표시 또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종료

1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에 대한 공통 요소 및 일관된 모양
1 툴팁 및 사용자 설정 메뉴
1 솔루션을 소개하는 정보 레이아웃(필수)
1 솔루션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사용자 설정 도움말 시스템
1 레이아웃, 메뉴, 특정 테이블, 레코드, 필드 등에 대한 접근 수준을 지정할 수 있는 다중 권한 범위
1 계정 사용자의 접근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 범위에 할당된 암호로 보호된 계정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12페이지의 “런타임 
솔루션 배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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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솔루션 변환 및 업그레이드하기
FileMaker Pro 3.0 이전 버전을 위한 SDK(솔루션 개발 키트), FileMaker Pro 4.0 Developer Edition의 
바인더 유틸리티 또는 FileMaker Developer 5.x 및 6.0의 개발자 도구사용하여 FileMaker Pro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개발한 경우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자에게 변환된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도구를 사용하여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인딩한 파일은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시 바인딩해야 합니다.

FileMaker Pro 11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FileMaker Pro 파일을 FileMaker Pro 12 포맷(.fmp12 확장자 
포함)으로 변환하려면 FileMaker Pro 12 또는 FileMaker Pro 13을 사용해야 합니다. FileMaker Pro 7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생성한 파일은 7, 8, 9, 10 또는 11 버전으로 변환해야 하며 그런 다음 
FileMaker Pro 13을 사용하여 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일 파일을 변환하거나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파일을 변환한 후 업그레이드하여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사용자의 기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솔루션으로 가져오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업그레이드된 런타임 솔루션
으로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솔루션 파일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전 파일을 변환하고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 파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솔루션 바인딩하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 바인딩하기:

1. 8페이지의 “개발자 유틸리티 사용하기”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2. 솔루션 옵션 지정 대화상자에서 런타임 솔루션 응용 프로그램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이름 지정하기:
1 런타임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파일 이름 및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파일을 포함하는 폴더 이름에 사용됩니다.

1 확장자는 1~5자 길이의 파일 확장자를 입력합니다. 확장자는 솔루션 파일을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런타임 솔루션 이름 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4. 결속키의 경우 1~24자 길이의 키를 입력합니다
바인딩 키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연결하며 바인딩된 파일이 적합한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열리도록 합니다. 바인딩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중요사항   바인딩은 각 플랫폼에 관련된 시스템 파일을 설치합니다. 솔루션이 Windows에서  
사용되는 경우 Windows용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바인딩하십시오. 사용자 솔루션이  
OS X에서 사용되는 경우 OS X용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바인딩합니다. Windows 및  
OS X에서 모두 사용되도록 솔루션을 생성 중인 경우 원본 솔루션 파일을 두 번 바인딩하여(한 번은 
Windows용 FileMaker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고 다시 OS X용 FileMaker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두 개의 개별 런타임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5. 회사 로고 또는 다른 사용자 정의 이미지를 닫기 화면에 추가하려면 지정을 클릭하고 닫기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는 32x175픽셀(72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어 표시됩니다. 지원되는 
이미지 포맷은 JPEG 및 GI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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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연의 경우 시작 화면이 표시되는 초 수를 설정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설정 시작 화면에 적용될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7. 옵션을 지정했으면 승인을 클릭합니다.

8. 진행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려면 설정 저장을 클릭하고 설정 파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9. 생성을 클릭합니다.
개발자 유틸리티는 프로젝트 폴더 내에 생성되고 런타임 솔루션 다음에 이름이 지정된 새로운  
폴더에 모든 런타임 파일을 복사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시작하기

중요사항   사용자는 솔루션 파일 아이콘이 아니라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여  
솔루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솔루션 또는 보조 파일의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면 하드 디스크에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사본이 있는지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동일한 1~5자  
확장자와 연관된 사용자의 컴퓨터에 하나 이상의 솔루션이 있고 해당 솔루션 파일의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는 경우 설치된 첫 번째 솔루션이 파일을 열려고 시도하며 이는 특정 파일에 대한 올바른  
응용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런타임 솔루션 배포하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필요한 파일을 모두 함께 묶어 솔루션을 어떻게  
배포할지 선택하고(예: CD-ROM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솔루션 설치에 대한 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설명서에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시작 지침 및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의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Windows: 런타임 솔루션(실행 파일 포함)을 배포하는 적합한 방법은 설치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Windows 파일 시스템의 적절한 위치에 구성 요소를 설치하며 
제거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치 제한뿐 아니라 설치되는 파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Microsof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중 클릭하여 시작

솔루션 파일 아이콘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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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소 조직하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바인딩할 때 개발자 유틸리티는 새로운  
솔루션 폴더를 생성하며 그 안에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바운딩된 주요 및 보조 데이터베이스 파일,  
확장자 폴더를 배치합니다. Windows 런타임 솔루션의 경우 DLL(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파일도  
필요합니다.

참고   런타임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파일을 한 폴더로 옮길 때 내부 링크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데이터 원본은 참조 파일의 파일 이름인 경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데이터 원본을 확인하지만 확인하고 나면 파일이 있는 동일한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파일이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에도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 원본 참조에서 절대 또는 상대 경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이러한 파일 및 폴더는 이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OS X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의 콘텐츠 및 Windows 확장자 폴더 및 DL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사용자 설정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런타임 파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플러그인의 위치는 FileMaker Pro의 여러 버전에 어느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러그인 설치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개발자가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체를 사용하는 경우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서체  
대체를 만듭니다. 서체가 런타임에 포함되는 경우 프로비전은 설치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용자 설정 설치 프로그램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에게 런타임 파일뿐 아니라 설치 지침도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자 솔루션 문서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배포 방법 선택하기
솔루션을 구성하는 파일을 구성한 다음 사용자가 이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CD-ROM,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번들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실행하려면 사용자는 FileMaker Pro Advanced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최소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Windows 솔루션 폴더 OS X 솔루션 폴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바인딩된 주요 및 보조  
솔루션 파일

바인딩된 주요 및 보조  
솔루션 파일

확장자

사전

바인딩 중 생성된 DLL

배포용 Windows 및 OS X 솔루션 콘텐츠의 예시

확장자 

사전

언어 리소스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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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설치 프로그램 사용하기

사용자 설치를 위한 런타임 솔루션을 패키지화하려면 사용자 설정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자 설정 설치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압축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런타임 솔루션 
설치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용자 설정 설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1 MindVision Installer VISE
1 InstallShield MultiPlatform
1 MacInstallerBuilder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 사용하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복잡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기술적인 경험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용자 설정 설치 프로그램보다는 압축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공유하기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파일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활성화 또는 변경하려면 마스터 암호가 있어야 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여 솔루션 파일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 및 FileMaker Pro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볼륨 라이센스 판매에 대한 정보는 
FileMaker 웹 사이트(http://www.filemaker.com)에 방문하십시오.

손상된 파일 복구하기

전원 장애, 하드웨어 문제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해 FileMaker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손상되면 사용자는 손상된 파일을 복구해야 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이 
손상된 파일을 발견하면 개발자에게 문의하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일정하지 않은 동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런타임 파일 복구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정보 레이아웃 생성하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경우 FileMaker Pro Advanced 라이센스는 기술 지원을 위해 개발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레이아웃을 생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FileMaker는 정보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FileMaker Pro의 사용자보다는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는 개발자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정보 레이아웃에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려면 7페이지
의 “개발자로서의 책임”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설정 도움말 레이아웃 생성하기

FileMaker Pro Advanced 도움말 시스템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설정 솔루션 사용 방법 및 데이터 추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도움말 레이아웃을  
생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솔루션의 기본 파일에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도움말 시스템을 표시하십시오. 
사용자 설정 메뉴 기능을 사용하여 도움말 메뉴에서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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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기록하기 위해 웹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웹 페이지를 여는 도움말 레이아웃에 웹 뷰어를  
넣으십시오.

사용자 설정 메뉴 생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페이지의 “사용자 설정 메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솔루션 생성 전후에 테스트하기
개발자 유틸리티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자화하기 전과 후에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테스트 
하여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설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품질 확인하기:

1 솔루션의 모든 기능 및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두 플랫폼의 솔루션을 개발 중인 경우 Windows 및 
OS X에서 모두 테스트하십시오.

1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리거나 비활성화한 표준 
FileMaker Pro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록 A의 “FileMaker Pro와 런타임 응용 프로
그램의 기능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1 모든 스크립트 및 버튼이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키오스크 모드에서 솔루션을  
표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16페이지의 “키오스크 솔루션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설치 과정을 확인하고 설명서의 다른 지침을 테스트하십시오.
1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 기능과 해상도로 설정한 모니터 및 최소 모니터 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레이아웃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실제 데이터를 포함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테스트하십시오. 사용자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며 새로운 솔루션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1 모든 보조 파일 및 DLL(Windows)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사용성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의도된 사용자에게 보여주십시오.
1 번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기본 파일과 연관된 모든 파일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암호를 할당하거나 전체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모든 접근 수준을 테스트하십시오. 
1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여러분이 제공하는 사용자의 접근 수준을 알리는 정보 레이아웃이 포함되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요사항   특히 전체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제거한 경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파일의  
바인딩되지 않은 버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업데이트 배포하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기본 바운드 파일에 주요 개선 기능 또는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시 바인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파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파일의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파일을 다시 바인딩하여 업데이트된 파일과 함께 새로운 버전의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해야 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보조 파일을 배포하려면 먼저 원본  
바인딩 키를 사용하여 이를 바인딩하십시오. 기본 파일에서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요구하거나 상호  
작용하기 위해 다른 파일을 요구하는 새로운 보조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 수정된 모든 파일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원본 바인딩 키를 잊어버렸고 파일을 업데이트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새로운 바인딩 키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모두 다시 바인딩하여 전체 솔루션을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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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기본 파일 배포하기: 

1.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런타임 솔루션의 복사본으로부터 원본 기본 파일을 여십시오.

2. 기본 파일을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가져오기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해당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기본 파일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런타임 솔루션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4.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폴더에서 이전의 기본 파일을 교체하려면 지침에 따라 새로운 기본  
파일의 복사본을 사용자에게 보내십시오.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보조 파일 배포하기: 

1.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새로운 보조 파일을 생성하거나 원본 보조 파일(바인딩 전)을 열고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2. 필요한 경우 가져오기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파일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런타임 솔루션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3. 개발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모든 파일을 다시 바인딩하고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보조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파일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바인딩 키를 사용하십시오.

4. 적합한 경우 이전 파일을 대체하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폴더에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보조 파일의 사본을 넣으려면 지침과 함께 이를 사용자에게 보내십시오.

바인딩 키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타 솔루션 파일을 다시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오스크 솔루션 생성하기
키오스크 모드는 도구 막대 또는 메뉴 없이 전체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또는 런타임 데이터 
베이스 솔루션을 표시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름 제안과 같이 키오스크 모드는 정보 키오스크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실행할 데이터 
베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전체 접근 권한 범위, 확장된 권한 관리를 허용하는 권한 범위 또는 레이아웃, 값 목록 및  
스크립트의 수정을 허용하는 권한 범위를 포함하는 계정으로 열리는 경우 키오스크 모드가  
무시됩니다.

키오스크 모드로 솔루션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제한된 권한 범위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특정 키오스크 계정을 생성합니다.
1 키오스크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키오스크 모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런타임 솔루션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계정으로 파일에 로그인하는 기본 옵션을 지웁니다.



제 2 장  |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생성하기 17

제한된 접근 권한의 키오스크 계정 생성하기:

1.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열고 파일 메뉴 > 관리 > 보안을 선택합니다.

2. 보안 관리 대화상자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계정 편집 대화상자에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계정 상태는 활성화를 클릭하고 권한 범위는 새로운 권한 범위를 선택합니다.

5. 권한 범위 편집 대화상자에서 권한 범위에 이름 및 설명을 넣으십시오.

6. 레이아웃, 값 목록 및 스크립트의 경우 모두 보기만 또는 모두 접근 불가 중 선택합니다.

7. 확장된 권한 관리 체크상자를 선택 해제합니다.

8. 모든 대화상자가 닫힐 때까지 필요에 따라 다른 옵션을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키오스크 모드 활성화하기:

1. 8페이지의 “개발자 유틸리티 사용하기”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2. 솔루션 옵션 지정 대화상자에서 관리자 계정이 아닌 계정에 대해 키오스크 모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다른 옵션을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4. 설정 저장을 클릭하고 설정 파일에 대한 폴더 및 위치를 선택하여 이 과정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설정 저장에 대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5. 생성을 클릭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 파일을 바인딩하지 않은 경우 개발자 유틸리티는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복사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 파일을 바인딩한 경우 개발자용  
유틸리티는 모든 런타임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되고 런타임 솔루션 다음에 이름이 지정된  
새로운 폴더에 복사합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파일에 로그인하는 기본 옵션 변경하기:

1.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열고 파일 메뉴 > 파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열기 탭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선택 해제합니다.

3. 승인을 클릭합니다.

키오스크 모드에서 실행할 솔루션을 생성할 때 솔루션에 대한 탐색 및 사용자가 솔루션을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상태 영역을 표시했던 이전 키오스크 솔루션이 있는 경우 솔루션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솔루션에서 상태 도구 막대 또는 레이아웃 막대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레이아웃에 레코드  
탐색을 추가하고, 일시 정지된 상태를 스크립트하며 취소 및 계속 버튼을 스크립트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솔루션을 제어하기 위해 스크립트 및 버튼 사용하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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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Advanced는 FileMaker Pro보다 더 많은 기능으로 솔루션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파일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에서 사용하도록 필드를 복사하고 붙입니다.
1 기존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복사하거나 가져옵니다.
1 파일 내 어디에서나 사용하도록 사용자 설정 함수를 생성합니다.
1 사용자 설정 메뉴를 생성합니다.
1 FileMaker Pro의 기능 세트를 확장하는 플러그인을 생성합니다.

중요사항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자 설정하려면 전체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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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및 테이블 스키마 복사 또는 가져오기
파일 내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필드 및 테이블 스키마를 복사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여 다중 파일 솔루션에서 하나의 파일로 테이블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병합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테이블 스키마 복사 -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복사할 원본 파일을 엽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스키마를 대상 파일에 붙입니다. 

1 테이블 스키마 가져오기 - 테이블 스키마를 대상 파일에 직접 가져옵니다. 단일 스키마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스키마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일 스키마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파일 메뉴 >  
레코드 가져오기 > 파일을 선택합니다.)

필드 및 테이블 복사 또는 가져오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방법

필드 스키마 복사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 > 필드 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한 다음  
복사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스키마 복사 복사할 테이블을 포함한 파일을 엽니다.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 > 테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복사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스키마 가져오기 테이블을 가져올 파일을 엽니다. 파일 메뉴 > 관리 > 데이터베이스 > 테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원본 파일과 테이블을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제 3 장  |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사용자 설정하기 19

사용자 설정 함수 생성하기
사용자 설정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어디에서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함수를 생성하고 다른 FileMaker Pro 파일을 복사하거나 가져옵니다. 함수에 대한 공식이 작성되면,  
다른 필드에 적용하거나 다른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도록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의 한 곳에 포함된 사용자 설정 함수 및 공식을 유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함수에 
작성된 변경사항이 사용자 설정 함수가 사용되는 모든 인스턴스에 복사됩니다.

사용자 설정 함수 생성하기:

1. 파일 메뉴 > 관리 > 사용자 설정 함수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설정 함수 대화상자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설정 함수 편집 대화상자에 함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공식을 만드십시오.

4. 승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설정 함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함수 목록

공식 상자 

매개변수 목록 

사용자 설정 매개변수가  
이 공간에 표시됩니다.

목록 보기(열린)

사용자 설정 함수 대화상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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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메뉴 정보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사용자 설정 메뉴, 메뉴 항목 및  
메뉴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생성 또는 기존 메뉴 편집
1 메뉴 복제 또는 삭제
1 메뉴 항목 추가, 복제 또는 삭제
1 디스플레이 제목, 단축키 및 동작과 같은 메뉴 항목 속성 지정

다음을 수행하여 메뉴를 사용자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표준 FileMaker 메뉴의 복사본 편집.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메뉴에 작은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예: 몇몇 메뉴 항목의 속성 수정).

1 빈 메뉴로 시작. 이 방법을 사용하여 메뉴에 중요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예: 메뉴 추가 및  
메뉴 항목 속성 변경).

메뉴

메뉴 막대

이 레이아웃의 메뉴 세트

메뉴 항목

구분 기호

하위 메뉴

메뉴 디스플레이 제목

사용자 설정 메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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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정 메뉴 생성하기
사용자 설정 메뉴 생성:

1. 파일 메뉴 > 관리 > 사용자 설정 메뉴 > 사용자 설정 메뉴 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관리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2. FileMaker Pro Advanced가 이 파일에 없는 메뉴를 포함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유실된  
메뉴를 파일에 추가합니다.

3. 생성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설정 메뉴 생성 대화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1 빈 메뉴로 시작을 클릭합니다.
1 표준 FileMaker 메뉴로 시작을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사용자 설정 메뉴 편집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설정 메뉴 이름, 메뉴를 설명하는 설명(옵션),  
메뉴 막대에 표시할 메뉴 제목, 메뉴가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상황 및 메뉴가 표시되어야  
하는 FileMaker Pro 모드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의 플랫폼 지정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 설정 메뉴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6.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대로 사용자 설정 메뉴 항목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항목 생성하기
메뉴 생성 후 메뉴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FileMaker 메뉴의 복사본인 메뉴 항목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항목은 명령, 하위 메뉴 또는 구분 기호일 수 있습니다. 표준 FileMaker  
명령을 기반으로 하는 메뉴 항목을 생성하거나, 처음에 지정한 명령이 없는 메뉴 항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명령의 메뉴 항목을 기반으로 할 때, 메뉴 항목은 해당 명령의 모든 속성을 승계합니다.  
메뉴 항목을 사용자 설정하도록 속성(메뉴 항목 이름, 키보드 단축키 또는 작업)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명령이 없는 메뉴 항목을 생성하면, <알 수 없음> 메뉴 항목은 사용자 설정 메뉴 편집 대화상자의 
메뉴 항목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 메뉴 항목의 속성을 사용자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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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메뉴 항목 생성:

1. 파일 메뉴 > 관리 > 사용자 설정 메뉴 > 사용자 설정 메뉴 탭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설정 메뉴 관리 대화상자에서 메뉴 항목에 추가할 메뉴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설정 메뉴 편집 대화상자에서 메뉴에 포함된 메뉴 항목을 지정합니다.

화살표 를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목록의 메뉴 항목 순서를 변경합니다.

메뉴 항목의 속성 변경:

1. 메뉴 항목 목록에서 메뉴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십시오.

작업 방법

명령 추가 생성을 클릭하여 새로운(<알 수 없음>) 메뉴 항목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메뉴 항목 유형은 
명령을 선택한 다음 기존 명령 기반을 선택합니다. FileMaker 명령 지정 대화상자에서  
명령을 선택한 다음 선택(Windows) 또는 승인(OS X)을 클릭합니다.

명령은 메뉴 항목의 작업이나 동작을 결정합니다.

하위 메뉴 추가 생성을 클릭하여 <알 수 없음> 메뉴 항목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메뉴 항목 유형은  
하위 메뉴를 선택하고 지정을 클릭하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다.

참고   메뉴 막대에 최대 100개의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로 자체를 포함하는 
메뉴를 추가하는 경우, 빨리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호 행 추가 생성을 클릭하여 <알 수 없음> 메뉴 항목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메뉴 항목 유형에서  
구분 기호를 선택합니다.

메뉴 항목 복제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복제를 클릭합니다.

메뉴 항목 삭제 목록에서 메뉴 항목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메뉴 항목의 명령 변경 기존 명령 기반의 경우 지정을 클릭하고 다른 명령을 선택한 다음 선택(Windows) 또는  
승인(OS X)을 클릭합니다.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까
지 메뉴 항목 변경

메뉴 항목 유형에서 다른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 기호를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의 이름 변경 항목 이름을 선택하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메뉴 제목을 기반으로 하려면 지정을 클릭한 다음 계산 지정 대화상자에서 
공식을 빌드합니다.

Windows: 접근 키를 지정하려면, 접근 키로 사용할 문자 앞에 앰퍼샌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열기(&O)를 입력하여 접근 키로 문자 “O”가 있는 열기 메뉴 항목을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의 키보드 단축
키 정의

 키보드 단축키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지정 대화상자에서 키 조합을 입력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는 메뉴 항목 목록의 메뉴 항목 옆에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메뉴 항목  
선택 시 스크립트나  
스크립트 단계 수행

작업을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단계 지정 대화상자에서 단계를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 옵션을 
지정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현재 실행 중인 스크립트의 동작을 적용하려면(예: 스크립트 중지, 종료, 재개 또는  
일시정지) 스크립트 수행 스크립트 단계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및 스크립트 단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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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 생성하기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는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 메뉴 막대에 표시되는 메뉴 모음입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를 생성하여 필요한 메뉴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세트 생성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레이아웃의 메뉴 세트 지정
1 메뉴 세트를 변경하는 스크립트 생성
1 솔루션 파일의 메뉴 막대에서 기본 메뉴 세트 변경
1 FileMaker Pro Advanced 도구 메뉴를 사용하여 메뉴 세트를 일시적으로 전환

메뉴 세트 생성 또는 편집:

1. 파일 메뉴 > 관리 > 사용자 설정 메뉴 >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 탭을 선택합니다.

2.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메뉴 세트에 포함할 메뉴를 지정합니다.

스크립트나 스크립트  
단계 변경

작업에서 지정을 클릭하고 스크립트 정의를 수정한 다음 승인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조건을 기반으로 
메뉴 항목 설치

다음의 경우 설치에서 결과가 부울 값인 계산을 지정합니다.

1 계산이 true(0이 아닌 값)로 평가되는 경우 메뉴 항목이 설치됩니다.
1 계산이 false(0)로 평가되는 경우 메뉴 항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Windows에서 열릴 때 표시될 메뉴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If ( Abs(Get( 시스템 플랫폼 )) = 2; 1; 0 )

파일이 OS X에서 열릴 때 표시될 메뉴 항목에 대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If ( Abs(Get( 시스템 플랫폼 )) = 1; 1; 0 ) 

비결   메뉴 항목이 항상 설치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의 경우 설치에 1을 입력합니다. 

작업: 방법:

메뉴를 메뉴 세트에 추가 추가를 클릭하고 메뉴 선택 대화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다.

1 목록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1 +를 클릭하여 새 메뉴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1페이지의 “사용자 설정 메뉴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를 클릭하여 메뉴 선택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설정 메뉴를  
제거합니다. 메뉴 선택 대화상자의 대괄호[ ]에 표시된  
기본 FileMaker Pro 메뉴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비결   추가 메뉴를 Shift-클릭이나 Ctrl-클릭(Windows)  
또는 Command-클릭(OS X)하여 여러 메뉴를 메뉴 세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세트에서 메뉴 속성 변경 메뉴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21페이지의 “사용자 설정 메뉴 항목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세트에서 메뉴 제거 메뉴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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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을 클릭하여 사용자 설정 메뉴 관리 대화상자로 돌아갑니다.

5. 이 파일의 기본 메뉴 세트를 변경하려면 이 파일의 기본 메뉴 세트를 선택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FileMaker Pro에 새로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세트 생성, 설치 및 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FileMaker Pro 확장하기
C 또는 C++ 프로그래머이며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계산에 익숙한 경우, 
FileMaker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세트를 확장하는 플러그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인은 다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재귀 및 반복 또는 후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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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설명된 FileMaker Pro Advanced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ileMaker 스크립트의 체계적인 테스트 및 디버깅을 위한 스크립트 디버거
1 스크립트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스크립트 비활성 단계 기능
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옵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서 발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기능

1 필드, 변수 및 계산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뷰어 

참고   FileMaker Pro Advanced를 사용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 및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디버깅
FileMaker Pro Advanced로 스크립트 디버거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스크립트 메뉴나 키보드 단축키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디버그
1 시작 스크립트 디버그(열린 파일이 없더라도 스크립트 디버거 메뉴가 사용됨)
1 스크립트 트리거, 버튼 또는 사용자 설정 메뉴로 활성화한 스크립트 디버그
1 한 번에 한 단계씩의 스크립트 단계
1 스크립트를 진행할 때 하위 스크립트 보기
1 스크립트에서 중단점 설정 또는 설정 해제
1 필드, 변수  및 계산 모니터링
1 스크립트 단계 비활성화
1 제한된 접근 스크립트 디버그
1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면 스크립트 일시정지
1 스크립트 오류 번호를 클릭하여 도움말 주제 열기
1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작업하는 중 스크립트 트리거를 일시적으로 활성 또는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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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그 모드에서 스크립트 실행: 

1. 도구 메뉴 > 스크립트 디버거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디버거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2.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스크립트를 진행할 때 하위 스크립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 A가 
스크립트 B를 호출한 다음 스크립트 C를 호출하는 경우, 3개의 모든  스크립트에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디버거는 각 스크립트에 추가된 권한을 인식합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편집 권한이 있고  
스크립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수정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디버거에만  
표시됩니다. 스크립트 인증/인증 해제 를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제한된 접근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단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디버거 윈도우의 단계 목록에서 둘 이상의 단계를 선택하여 동시 다중 중단점을 단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중 단계가 선택된 경우 다음 단계 설정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메모

1 버튼이나 사용자 설정 메뉴로 호출한 스크립트 단계에 중단점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스크립트 디버거를 사용하여 스크립트 트리거에서 활성화한 사용 스크립트를 진행할 때,  
문서 윈도우와 상호 작용할 수 없으며, 필드나 레코드 간에 이동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윈도우를 닫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가 일부 동작을 통해 트리거되면 이 상호 작용의  
차단만 발생합니다. 스크립트 트리거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스크립트를 디버깅하면 보통 문서  
윈도우, 필드, 레코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트리거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비결   스크립트 관리 대화상자에서 스크립트 디버거를 사용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디버거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Ctrl(Windows) 또는 Command(OS X)를 누른  
상태에서 수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된 스크립트 단계가  
여기에 표시됨 

스크립트를 편집하려면 호출 스택 목록에서    
일시 정지된 스크립트 이중 클릭    

마지막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류 숫자 클릭    오류 발생 시 스크립트를  

일시 정지하려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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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단계 비활성화하기
스크립트 단계를 활성 및 비활성화하여 스크립트의 일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비활성화한 스크립트 단계를 건너뜁니다.

스크립트 단계 비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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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크립트 관리 대화상자에서 스크립트 이름을 이중 클릭합니다.
또는 스크립트 디버거 대화상자에서 을 클릭합니다.

3. 스크립트 편집 대화상자에서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단계를 선택한 다음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트리거 비활성화 및 활성화하기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작업하는 동안 스크립트 트리거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트리거를 비활성화하려면 전체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트리거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도구 메뉴 > 스크립트 디버거를 선택합니다.

2. 파일에서 모든 스크립트 트리거를 비활성화하려면 를 클릭하거나 도구 메뉴 > 디버깅 제어기 > 
스크립트 트리거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3. 모든 스크립트 트리거를 활성화하려면 를 클릭하거나 도구 메뉴 > 디버깅 제어기 >  스크립트  
트리거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스크립트 디버거를 닫으면 비활성화된 모든 스크립트 트리거가 활성화됩니다.

스크립트 디버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뷰어 사용하기
데이터 뷰어를 사용하여 필드 값과 같은 표현식, 로컬과 전역 변수 및 계산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테스트 동안 또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동안 이 표현식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탭이 표시하는 내용:

1 현재 실행 중인 스크립트에서 사용된 필드(스크립트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계산에서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경우)

1 현재 실행 중인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
1 스크립트와 독립적인 전역 변수

조사 탭은 표현식을 모니터합니다. 데이터 뷰어에서 행당 하나의 표현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디버거로 데이터 뷰어를 사용하면 조사 탭은 스크립트를 통해 진행되는 데이터 변경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일시 정지된 스크립트에서 표현식을 표시합니다. 표현식은 수동으로 삭제할 때까지  
조사 탭에 남아 있습니다.



제 4 장  |  파일 디버깅 및 분석하기 28

현재 실행 중인 스크립트 모니터하기

1. 스크립트 디버거 윈도우에서 도구 메뉴 > 데이터 뷰어를 선택하거나  을 클릭합니다.

2. 현재 탭을 클릭합니다.

3. 현재 탭에서 다음 작업 수행:

표현식 모니터하기

1. 데이터 뷰어에서 조사 탭을 클릭합니다.

작업 방법

로컬이나 전역 변수 편집 또는 복사 목록에서 변수를 이중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필드 및 변수 정렬 열 머리말을 클릭합니다.

목록의 항목은 유형별로 그룹화된 다음, 필드, 전역 변수, 로컬 변수 순으로  
정렬됩니다.

표현식을 조사 목록에 추가 조사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FileMaker Pro는 표현식이 표시되는 조사 탭으로 전환됩니다.

제한된 접근 표현식 보기 를 클릭한 다음 전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로그인하여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제한된 접근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경우, 사용자의 접근 권한도 데이터 뷰어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뷰어를 통해  
로그인하는 경우, 사용자의 접근 권한도 스크립트 디버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스크립트 디버거 또는 데이터 뷰어를 닫을 때까지 권한 편집이  
유지됩니다.

클릭하여 제한된 접근 
표현식 보기

열 머리말을 클릭하여 
정렬

화살표를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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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작업 수행:
1 표현식을 추가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표현식 편집 대화상자에서 표현식을 빌드한 다음 모니터를  
클릭하여 표현식을 데이터 뷰어에 추가합니다.

1 표현식을 편집하려면 목록에서 표현식을 클릭하거나 표현식을 선택하고 을 클릭합니다.  
지금 계산을 클릭하여 표현식의 결과를 표시하거나 모니터를 클릭하여 표현식을 조사 목록에  
추가합니다.

1 표현식을 복제하려면 하나 이상의 표현식을 선택한 다음 를 클릭합니다.

1 표현식을 삭제하려면 하나 이상의 표현식을 선택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1 목록에 표시된 계산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값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목록을 스크롤할 때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문서화하기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DDR)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문서화하고 HTML  
또는 XML 파일로 발행합니다. 리포트할 데이터베이스의 요소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HTML 버전이 하이퍼링크되고 Javascript 사용 웹 브라우저에서 보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기능으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텍스트 표시 조사
1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통계 수집
1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유실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재생성하려면 리포트에서  
해당 정보 사용

1 유실된 참조, 깨진 관계, 계산 등의 문제점 해결

산술 및 텍스트  
연산자 선택 

필드 참조 선택  

공식 상자 

비교 및  
논리 연산자 선택

표현식을 계산하려면 클릭 데이터 뷰어에 표현식을 
추가하려면 클릭

표현식 결과 

테이블 이름 

이 대화상자의  
함수 나열 방법 선택

표현식에서 
사용할 함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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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생성 방법:

1.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를 생성할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엽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를 생성할 파일에 전체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며 파일을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열어야 합니다. 로컬 또는 원격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도구 메뉴 >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3.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에서 파일과 연관된 체크상자를 선택 해제하여 리포트에서 제외할 파일을  
선택 해제합니다.

4. 리포트에서 제외할 테이블을 포함한 파일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의 체크상자 외에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의 테이블은 선택된 파일의 테이블에서 필드 포함 목록에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된 모든 파일의 모든 테이블이 리포트됩니다.

5. 리포트에서 제외할 요소를 선택 해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된 모든 파일의 모든 요소가 리포트됩니다. 선택된 각 요소가 있는 경우 선택된  
각 파일에 대해 리포트됩니다.

6. 기본 HTML 대신 XML 포맷으로 리포트를 발행하려면 리포트 포맷 섹션에서 XML을 선택합니다.

7. 완료했을 때 리포트를 자동으로 열지 않으려면, 파일 처리 섹션의 이 옵션에 대한 체크상자를  
선택 해제합니다.

8. 생성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기능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부록 A  
FileMaker Pro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비교

FileMaker Pro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이중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기본 바운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과 FileMaker Pro 간의 기타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모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기능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제거되거나 가려집니다.
이것은 관리 하위 메뉴의 레이아웃 모드 및 명령을 포함합니다.

1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자 설정 함수나 사용자 설정 메뉴를 수정하거나  
생성할 수 없더라도, FileMaker Pro Advanced로 생성된 사용자 설정 함수 및 사용자 설정 메뉴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작합니다.

1 일부 기타 메뉴 명령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열거나 또는 닫을 수  
없습니다. (바운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사용자 설정 버튼이나 스크립트를 포함해야  
기타 파일을 닫거나 열 수 있습니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에는 닫기 명령이 없습니다.)

1 FileMaker Pro 도움말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설정 메뉴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사용자화된 도움말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플러그인을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환경설정의 파일을 설치할  
솔루션 허용 옵션을 사용하여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 XML 데이터 필터가 파일 변환 스크립트 단계의 옵션으로 표시되더라도,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이 스크립트 단계를 사용하여 XML 파일을 변환할 수 없습니다.

1 FileMaker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단일 사용자 솔루션용입니다. 따라서 런타임 솔루션 파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P2P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일 런타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Server에서 런타임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1 Apple 이벤트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됩니다.
1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Adobe PDF 파일로 레코드 저장/보내기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FileMaker Pro Advanced 기능을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런타임 데이터베이스를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에서 열 수 있습니다. 
전체 접근 권한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외부 SQL 데이터베이스 원본(ESS), ODBC 가져오기 또는 SQL 실행  
스크립트 단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차트는 런타임 솔루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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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및 문서 환경설정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부 옵션은 환경설정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아웃 탭은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대화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옵션 대화상자는 영문 철자 탭만을 표시합니다.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 환경설정 
(OS X)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 환경설정(Windows)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옵션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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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명령 비교
다음 테이블은 FileMaker Pro(Pro) 및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명령을  
표시합니다.

파일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1 1
다음에서 신규 1 1
열기 1 1
원격 열기 1 1
최근에 사용한 파일 열기 1 1
즐겨찾기 열기 1 1
닫기 1 1
관리 1 1
공유 1 1
파일 옵션 1 1 1 1
암호 변경 1 1 1 1
프린트 설정 1 1
페이지 설정 1 1
프린트 1 1 1 1
레코드 가져오기 1 1  1 1
레코드 내보내기 1 1  1 1
레코드 다음으로 저장/보내기 1      1

1. PDF 또는 스냅샷 링크로 레코드를 저장하거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일 메뉴 > 프린트를 선택하여 사용자는 현재 레코드를 PDF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1      1

보내기 1      2

2. 링크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수 없습니다.

1      2

복사본 별도 저장 1 1 1 1
복구 1      3

3. Ctrl+Shift 누르기

1      4

4. Option+3 누르기

종료 1 1

편집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실행 취소/취소할 수 없음 1 1 1 1
실행 복귀/실행 복귀 못 함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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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려두기 1 1 1 1
복사하기

(모든 레코드 복사하기)
1 1 1 1

붙이기 1 1 1 1
텍스트만 붙이기     1     1 1 1
지우기 1 1 1 1
복제 1 1
모두 선택

(모든 레코드 선택)
1 1 1 1

찾기/대치 1 1 1 1
영문 철자 1 1 1 1
필드 콘텐츠 내보내기 1 1 1 1
환경설정 1 1   

1. 메뉴에서는 볼 수 없음, Ctrl+Shift+V를 눌러 접근 가능

보기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탐색 모드 1 1 1 1
찾기 모드 1 1 1 1
레이아웃 모드 1 1
미리보기 모드 1 1 1 1
레이아웃으로 이동 1 1 1 1
형식으로 보기 1 1 1 1
목록으로 보기 1 1 1 1
테이블로 보기 1 1 1 1
상태 도구 막대 1 1 1 1
상태 도구 막대 사용자화 1 1 1 1
포맷 도구 막대 1 1 1 1
눈금자 1 1 1 1
확대 1 1 1 1
축소 1 1 1 1

삽입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그림 1 1 1 1
QuickTime 1 1 1 1

편집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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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비디오 1 1 1 1
PDF 1 1 1 1
파일 1 1 1 1
현재 날짜 1 1 1 1
현재 시간 1 1 1 1
현재 사용자 이름 1 1 1 1
인덱스에서 1 1 1 1
마지막으로 방문한 레코드에서 1 1 1 1

포맷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서체 1 1 1 1
크기 1 1 1 1
스타일 1 1 1 1
텍스트 정렬 1 1 1 1
줄 간격 1 1 1 1
텍스트 색상 1 1 1 1

레코드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새로운 레코드 1 1 1 1
레코드 복제 1 1 1 1
레코드 삭제 1 1 1 1
찾은 레코드 삭제/모든 레코드 삭제 1 1 1 1
레코드로 이동 1 1 1 1
윈도우 새로 고침 1 1 1 1
모든 레코드 보기 1 1 1 1
제외한 레코드만 보기 1 1 1 1
레코드 제외하기 1 1 1 1
다중 제외하기 1 1 1 1
마지막으로 찾은 항목 수정 1 1 1 1
저장된 찾기 1 1 1 1
레코드 정렬 1 1 1 1
정렬 해제 1 1 1 1
필드 콘텐츠 대치 1 1 1 1

삽입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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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크립트 관리 또는 스크립트 편집 대화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크립트 저장, 모든  
스크립트 저장 및 스크립트 복귀 메뉴 명령만 표시됩니다.

필드 콘텐츠 재검색 1 1 1 1
레코드 복귀 1 1 1 1

 요청 메뉴 명령(찾기 모드)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새로운 요청 추가 1 1 1 1
요청 복제 1 1 1 1
요청 삭제 1 1 1 1
요청으로 이동 1 1 1 1
모든 레코드 보기 1 1 1 1
찾기 수행 1 1 1 1
찾기 세트 제한 1 1 1 1
찾기 세트 확장 1 1 1 1
요청 복귀 1 1 1 1

스크립트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스크립트 관리 1 1
스크립트 저장 1 1
모든 스크립트 저장 1 1
스크립트 복귀 1 1
<스크립트 이름> 1 1 1 1

윈도우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새로운 윈도우 1 1 1 1
윈도우 보기 1 1 1 1
윈도우 가리기 1 1 1 1
윈도우 최소화 1 1 1 1
가로 바둑판식 배열 1 1 1 1
세로 바둑판식 배열 1 1 1 1
계단식 윈도우 배열 1 1 1 1
아이콘 정렬 1 1

레코드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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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 프로그램 메뉴 명령 테이블 참조

모두 앞으로 가져오기 1 1
<열린 파일의 이름> 1 1 1 1

도움말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FileMaker Pro 도움말 1 1
키보드 단축키 1 1
빠른 시작 화면 1 1
리소스 센터 1 1
제품 설명서 1 1
상담 및 솔루션 1 1
FileMaker 피드백 제공 1 1
업데이트 확인 1 1
FileMaker Pro 등록 1 1
FileMaker 포럼 1 1
서비스 및 지원 1 1
FileMaker Pro 정보(또는 FileMaker Pro Advanced 
정보)

1    1

FileMaker Pro Runtime 정보  
(사용자 설정 정보 스크립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표시)

1     1

<런타임 솔루션> 정보  
(사용자 설정 스크립트가 지정된 경우 표시)

1     1

<런타임 솔루션 도움말 스크립트 이름>  
(사용자 설정 도움말 스크립트가 지정된 경우 표시)

1 1

응용 프로그램 메뉴 명령(OS X) FileMaker Pro 런타임

FileMaker Pro 정보 1
FileMaker Pro Runtime 정보  
(사용자 설정 정보 스크립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표시)

1

<런타임 솔루션> 정보  
(사용자 설정 스크립트가 지정된 경우 표시)

1

환경설정 1 1
서비스 1 1
FileMaker Pro 가리기 1

윈도우 메뉴 명령
FileMaker Pro
(Windows)

런타임
(Windows)

FileMaker Pro
(OS X)

런타임
(O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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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된 스크립트 단계
일부 기능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다음 스크립트 단계는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무시됩니다. 

1 SQL 실행
1 장비에서 삽입
1 새로운 파일
1 파일 옵션 열기(일부 사용 가능, 영문 철자 확인 탭이 열림)
1 도움말 열기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열기
1 데이터 원본 관리 열기
1 컨테이너 관리 열기
1 레이아웃 관리 열기
1 스크립트 관리 열기
1 테마 관리 열기
1 값 목록 관리 열기
1 원격 열기
1 공유 열기
1 서버에서 스크립트 수행
1 레코드를 PDF로 저장
1 레코드를 스냅샷 링크로 저장
1 다중 사용자 설정
1 메뉴 모음 보기/가리기
1 FileMaker Server에 업로드

참고   지정된 파일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운드되는 경우 파일 열기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외부 파일이 런타임 솔루션에 바운드되는 경우 런타임 솔루션만이 외부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솔루션> 가리기 1
기타 가리기 1 1
모두 보기 1 1
FileMaker Pro 종료 1
<런타임 솔루션> 종료 1

응용 프로그램 메뉴 명령(OS X) FileMaker Pro 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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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레지스트리 설정 또는 환경설정 

Windows 레지스트리 설정

FileMaker Pro는 다음에 레지스트리 설정을 저장합니다.
HKEY_CURRENT_USER\Software\FileMaker\FileMaker Pro\13.0

FileMaker Pro Advanced는 다음에 레지스트리 설정을 저장합니다. 
HKEY_CURRENT_USER\Software\FileMaker\FileMaker Pro\13.0A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에 레지스트리 설정을 저장합니다.
HKEY_CURRENT_USER\Software\FileMaker\< 솔루션 이름 >\13.0

참고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파일 확장자는 HKEY_CLASSES_ROOT에 등록됩니다.

OS X 환경설정

FileMaker Pro는 다음에 환경설정을 저장합니다.
com.filemaker.client.pro.plist

FileMaker Pro Advanced는 다음에 환경설정을 저장합니다.
com.filemaker.client.advanced.plist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에 환경설정을 저장합니다.
com.filemaker.client.runtime.< 솔루션 이름 >.plist



인덱스

D
DDR.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참조
DLL(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13

F
FileMaker Pro Advanced
사용권 계약   6
새로운 기능   6
설명서   5
시작하기 둘러보기   5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11

FileMaker Pro Advanced의 새로운 기능   6
FileMaker Pro, 사용 가능한 메뉴   33
FileMaker Server
라이센스 정보   14
런타임 솔루션 파일 호스팅   31

FileMaker Server에 업로드 스크립트 단계   38
FileMaker WebDirect   6
FileMaker 개발자. FileMaker Pro Advanced 참조
FileMaker 제품 PDF 설명서   6

I, J, K
InstallShield   14
JDBC, 데이터 원본으로서의 FileMaker   6

L, M
Logfile.txt   9
MacInstallerBuilder   14
MindVision Installer VISE   14

O
ODBC, 데이터 원본으로서의 FileMaker   6
OS X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13
OS X에 저장된 환경설정   39

S
SQL 실행 스크립트 단계   38
SQL, 참조 가이드   6

W
Windows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13
Windows에서 저장된 레지스트리 설정   39

X
XML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용 포맷   29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의 출력 문법   6

ㄱ
값 목록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개발자 유틸리티
런타임 솔루션 생성   10
정보   8

계정 및 권한
관리자 접근 제거   9
접근 권한   7, 18

공식
모니터링   27
사용자 설정 함수   19

공유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관리자 접근
키오스크 솔루션에서 제거   17
파일에서 제거   9

구분 기호, 메뉴 항목   22
구조, 데이터베이스   29
기본 파일
보조 파일 연결   10
업데이트   16
지정   8

ㄴ
네트워크, 솔루션 공유   14

ㄷ
다중 사용자 설정 스크립트 단계   38
단축키, 키보드.  키보드 단축키 참조
데이터 뷰어   27
데이터 원본
업데이트   15
자동으로 업데이트   9

데이터 원본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데이터베이스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데이터베이스 구조, 재생성   29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29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용 HTML 포맷   29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사용자 상호 작용   10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에서   29
복사 또는 가져오기   18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9
데이터베이스 통계   29
데이터베이스 파일당 다중 테이블   10
도움말 레이아웃, 설명   14
도움말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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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문서화   12
변환   11
생성   8, 10
손상된 파일 복구   14
시작   12
업그레이드   11
업데이트   15
정보 레이아웃 요구사항   7, 14
파일 바인딩   11
파일 이름 지정하기   11
파일 준비하기   10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배포
사용 약관   6
업데이트 배포   15
정보   12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이름 지정   11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11
런타임 데이터베이스용 설치 프로그램   14
런타임 데이터베이스의 압축 유틸리티   14
런타임 솔루션 바인딩   11
런타임 솔루션 시작   12
런타임 솔루션 아이콘   12
런타임 솔루션으로 업데이트   15
런타임 솔루션의 시작 화면
닫기   12
시작   10
표시 지연   12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
FileMaker Pro와 비교   31
무시된 스크립트 단계   38
사용 가능한 메뉴 명령   33
아이콘   12
저장된 OS X 환경설정   39
저장된 Windows 레지스트리 설정   39
플러그인 활성화   31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
OS X 메뉴   33
관리 하위 메뉴   31
도움말 메뉴   37
레이아웃 모드   31
레코드 메뉴   35
메뉴   33
보기 메뉴   34
삽입 메뉴   34
스크립트 메뉴   36
요청 메뉴(찾기 모드)   36
윈도우 메뉴   36
파일 메뉴   33
편집 메뉴   33
포맷 메뉴   35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옵션   32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환경설정   32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열기   31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의 Apple 이벤트   31

레이아웃
도움말 레이아웃   14
시작 하면   10
정보 레이아웃   6, 7, 14
테스팅   15

레이아웃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레지스트리, 저장된 설정   39
레코드를 PDF로 저장 스크립트 단계   38
레코드를 스냅샷 링크로 저장 스크립트 단계   38
로고, 런타임 솔루션에 추가   11
리포트, 데이터베이스   29

ㅁ
메뉴 구분 기호   22
메뉴 막대 보기/가리기 스크립트 단계   38
메뉴 세트,생성   23
메시지, 오류 로그   9
명령, 메뉴,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33
문서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의 스키마   29
런타임 솔루션   14

문제점 해결
계산   27
변수   27
스크립트 디버거   25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사용   29
필드   27

ㅂ
바인딩 키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업데이트   15
정보   11

백업   15
법적 요구사항   6
변수, 모니터링   27
보조 파일
아이콘 이중 클릭 문제점   12
업데이트   16

비활성화
스크립트 단계   27
스크립트 트리거   27

ㅅ
사용권 계약   6
사용자 설정 메뉴
메뉴 세트   23
메뉴 항목   21
생성   21
정보   20
플랫폼 지정   23

사용자 설정 함수, 생성   19
사용자 시스템의 서체가 아님   13
새로운 파일 스크립트 단계   38
서버에서 스크립트 수행 스크립트 단계   38
설명서 지원   5
설정 파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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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   6
손상된 런타임 파일 복구   14
솔루션 파일
아이콘   12
아이콘 이중 클릭 문제점   12

스크립트
디버깅   25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무시된 스크립트 단계   38
스크립트 비활성화 단계   27
인증   26
잠금 해제   26

스크립트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스크립트 디버거
설명   25
스크립트 트리거 사용   26

스크립트 디버깅   25
스크립트 인증   26
스크립트 잠금 해제   26
스크립트 트리거
디버깅   26
비활성화   27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29
복사 또는 가져오기   18

시작 화면 표시 지연   12
시작하기 둘러보기, FileMaker Pro   5

ㅇ
암호, 정보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경고   7
오류 로그   9
오류 코드, 스크립트 디버거에서 보기   25
원격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웹 뷰어   15
웹 브라우저 사용자   6
이전 버전에서 파일 변환   11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있음   6

ㅈ
장비에서 삽입 스크립트 단계   38
접근 권한   7, 18
정보 레이아웃
설명   6
필요한 내용   7

ㅋ
컨테이너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   11
키보드 단축키   22
키오스크 솔루션
관리자 접근 제거   17
생성   16

ㅌ
터치 스크린, 솔루션 설계   16
테마 관리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15
스크립트   25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에서 제외   30
스키마 복사 또는 가져오기   18
파일당 다중   10

통계, 데이터베이스   29

ㅍ
파일
관리자 접근 제거   9
런타임 압축   14
변환   11
암호화 및 암호화 해제   9
업데이트   9
이름 변경   8

파일 암호 해제하기   9
파일 암호화하기   9
파일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파일 옵션 열기 스크립트 단계   38
파일 이름 변경   8
파일 참조. 데이터 원본 참조
파일 확장자
데이터베이스 파일   9
런타임 솔루션   11

폴더 구조, 솔루션   13
표현식, 모니터링   27
프로젝트 폴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용   8, 12
플랫폼, 사용자 설정 메뉴 지정   23
플러그인
런타임 응용 프로그램에서   31
설치하기   13

필드
모니터링   27
스키마 복사   18

필드나 테이블 스키마 복사   18

ㅎ
함수
공식에서 모니터링   29
사용자 설정   19

확장자, 파일. 파일 확장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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