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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시작하기 전에

FileMaker® 소프트웨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FileMaker Pro를 사용하면 
iPad, iPhone, Windows, Mac 및 웹에서 매끄럽게 동작하는 솔루션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 정보
이 설치 및 새로운 기능 설명서는 Windows 또는 Mac 컴퓨터에서 
FileMaker Pro 15 또는 FileMaker Pro 15 Advanced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합니다.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1 이 설명서에서는 FileMaker Pro Advanced의 특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
닌 경우 “FileMaker Pro”는 두 제품 모두를 의미합니다.

1 기능이나 절차가 특정 플랫폼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또한 한정되
는 지침 및 예제를 보게 됩니다. 두 플랫폼의 비슷한 기능 또는 절차에 대해 
Windows 또는 OS X에 대한 예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설명서 위치
추가 FileMaker 설명서를 보고 다운로드하거나 더 알아보려면 
http://www.filemaker.com/documentation/ko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ileMaker Pro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릴리스 정보는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filemaker.com/documentation/ko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


6  |  시작하기 전에
고객 지원 및 지식 베이스
FileMaker 고객 지원에 접근하려면 도움말 메뉴 > 서비스 및 지원을 선택하십
시오.

FileMaker 지식 베이스에 접근하려면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참고   FileMaker 지식 베이스와 FileMaker Community에 있는 정보는 일부 언
어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FileMaker 지원 담당자는 하드웨어 구성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소 시스템 요
구사항을 만족할 때 설치, 실행 또는 재설치(데이터 복원은 포함되지 않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www.filemaker.com/cs를 방문하십시오.

제품 업데이트 알림
FileMaker Pro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소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 포함)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새로운 제품 기능 및 변경된 제품 기능 포함)을 자동
으로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알림을 받았을 때 또는 도움말 메뉴 > 업데이트 확
인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언제든지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키 정보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에는 35자의 고유한 라이선스 키가 있습니다. 
FileMaker Store 웹 사이트에서 FileMaker Pro를 다운로드 버전으로 구입한 경
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가 있는 이메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해
당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를 패키지 버
전으로 구입한 경우 라이선스 키는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키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유효한 라
이선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라이센스 키를 안전한 위치에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 Software License를 참조하십
시오.

FileMaker Pro 다운로드 백업하기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 다
운로드의 복사본을 백업하기를 권장합니다. 지침의 경우 이 지식 베이스 기사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
http://www.filemaker.com/cs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esd_backup&lang=ko


    7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FileMaker Pro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체험판 버전을 전체 버전의 FileMaker Pro로 변환
하기
컴퓨터에 FileMaker Pro 15 체험판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험판 버전을 
설치 제거하지 않고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여 FileMaker Pro 15의 전체 버전으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키 및 적합한 이전 버전의 라이
선스 키를 입력하여 체험판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메일 보내
기 스크립트 단계

지원되는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FileMaker Pro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이 요구사항은 SMTP 메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 걸기 
(Windows 전용)

전화 걸기 또는 기타 TAPI(Telephony API) 준수 소프트웨
어입니다.

ODBC 및 JDBC 기능 설치 디스크 이미지의 xDBC 폴더 및 
http://www.filemaker.com/kr/support/index.html
에 있는 FileMaker ODBC 및 JDBC 드라이버입니다.
OS X: Actual Technologies사의 프리웨어 제품인 ODBC 
관리자(http://www.odbcmanager.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정보는 FileMaker ODBC 및 JDBC 설명서 및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tech_specs&lang=ko
http://www.filemaker.com/kr/support/index.html
http://www.odbcmanager.net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s15_admin.html?page=doc_odbc&lang=ko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help&lang=ko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help&lang=ko


8  |  시작하기 전에
이전 버전에서 FileMaker Pro 업그레이드하기
이전 버전에서 FileMaker Pro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을 설치 제거
하기 전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설치하십시오(6페이지의 “라이선
스 키 정보” 참조).

2. 플러그인, 사전 정보 및 환경설정을 새 버전의 FileMaker Pro로 이동합니
다. 환경설정 이동에 대한 정보는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에서 이용할 수 
있는 FileMaker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십시오. 

3. 최신 버전만 사용하려는 경우 이전 버전을 설치 제거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전 버전을 설치 제거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 대해 라이선스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
스 키로 FileMaker Pro를 설치하는 경우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해
당 제품의 이전 버전 라이선스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 파일 열기
FileMaker Pro 15는 FileMaker Pro 7.x, 8.x, 9.x, 10.x, 11.x, 12.x, 13.x 또는 
14.x 버전으로 생성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12 이전 버전에
서 생성한 파일을 사용하려면 해당 파일을 FileMaker Pro 12 파일 포맷으로 변
환해야 합니다. 파일 변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프로세스 자동화하기
예를 들어 볼륨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로 FileMaker Pro의 여러 복사본을 설치
하는 경우 또는 자동 설치를 실행하려는 경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의 Assisted Install.txt 파일을 사용하여 일반 설치 대화상자를 
건너뜁니다. FileMaker Pro 네트워크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선
스에 관한 정보는 www.filemaker.com/kr을 방문하십시오.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help&lang=ko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net_install&lang=ko
http://www.filemaker.com/kr


제 2장 
Windows에 FileMaker Pro 설치하기

설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열려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작업을 저장
합니다. FileMaker Pro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릴리스 정보는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설치 정보
FileMaker Pro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사용자의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ileMaker Pro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1 FileMaker Pro를 설치하려면 Windows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관리자 계정 
및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컴퓨터에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경우 FileMaker Pro를 설
치하기 전에 끈 다음 나중에 다시 켜십시오.

1 설치 중에 모든 프로그램 기능을 설치(전체)할지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설치(사용자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공간을 절약
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설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설치 시작 시 FileMaker Pro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 버전을 선택합니
다. 기본 선택은 운영 체제 언어와 일치합니다. 전체 설치는 선택하는 언어 
버전만 설치합니다. 사용자 설정 설치를 사용한 다음 지원되는 언어 목록
에서 다른 언어 팩을 선택하여 추가 언어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명령행을 사용하고 원격으로 네트워크 볼륨을 사용하여 FileMaker Pro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 네트워크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tech_specs&lang=ko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net_install&lang=ko


10  |  Windows에 FileMaker Pro 설치하기
32비트 또는 64비트 FileMaker Pro 선택하여 설치하기
32비트 버전의 Windows를 사용하는 경우 32비트 버전의 FileMaker Pro만 설
치할 수 있습니다. 

64비트 버전의 Windows인 경우 32비트 또는 64비트 버전의 FileMaker Pro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의 64비트 버전과 FileMaker Pro를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64비트 버전의 FileMaker Pro를 설치해야 합니다.

1 FileMaker Pro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1 FileMaker Pro 플러그인

1 외부 SQL 원본용 ODBC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1 대화식 컨테이너에서 콘텐츠를 재생하는 오디오/비디오 코덱

그렇지 않으면 32비트 버전의 FileMaker Pro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치 위치
기본적으로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는 다음 중 하나의 폴더
에 설치됩니다.

1 32비트 Windows 시스템:

C:\Program Files\FileMaker\<FileMaker 제품>

1 64비트 Windows 시스템:

1 32비트 FileMaker Pro는 다음 경로에 설치됨

C:\Program Files (x86)\FileMaker\<FileMaker 제품 >

1 64비트 FileMaker Pro는 다음 경로에 설치됨

C:\Program Files\FileMaker\<FileMaker 제품 >

<FileMaker 제품>은 FileMaker Pro 15 또는 FileMaker Pro 15 Advanced입니
다. 설치하는 동안 다른 드라이브 또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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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설치하기
FileMaker Pro를 설치하려면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을 하드 
디스크로 드래그하여 FileMaker Pro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소프트웨어를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 32비트 또는 64비트 버전의 
FileMaker Pro용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아이콘(.exe 파일)을 이
중 클릭합니다.

1 DVD를 사용하여 FileMake Pro를 설치 중인 경우 DVD 드라이브에 
DVD를 넣고 DVD 창을 연 다음 설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32비트 버전
을 설치합니다.

64 비트 버전을 설치하려면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64 비트 폴더를 
연 다음 Setup.exe 를 이중 클릭합니다 .

2. 화면의 지침을 따라 FileMaker Pro를 설치하십시오.
9페이지의 “설치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3. 설치가 완료되면 제품 등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2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설
치하려면 클릭

종료하려면 
클릭

DVD 콘텐츠를  
탐색하고 보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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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jour 설치 정보
Bonjour 서비스는 컴퓨터, 장비 및 IP 네트워크의 서비스 자동 복구를 사용
합니다. 복구할 원격 호스트에 대해 Bonjour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Bonjour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FileMaker Pro가 원격 호스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센터의 
호스트 탭에서 호스트된 파일을 볼 수 없거나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원
격 파일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Bonjour가 없으면 원격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해
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버전의 Bonjour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Bonjour 
설치 요청이 나타납니다.

Bonjour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1. FileMaker Pro 설치 폴더를 엽니다.

2. 파일 폴더를 연 다음 Bonjour 폴더를 엽니다.

3. Windows의 해당 버전을 기반으로 32비트 또는 64비트를 엽니다.

4. Bonjour(32비트) 또는 Bonjour64(64비트) 아이콘을 이중 클릭합니다.

5. 화면의 지침에 따라 Bonjour를 설치합니다.

Microsoft .NET Framework 설치 정보
Microsoft .NET Framework는 다양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
능을 제공합니다. FileMaker Pro를 실행하려면 시스템에 특정 버전의 .NE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FileMaker Pro를 시작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나고 FileMaker Pro가 실행하지 않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한 .NET 버전을 감지하는 못하는 경우 .NET 설치 요청이 
나타나며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NET을 수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FileMaker Pro 설치 폴더를 엽니다.

2. Files 폴더를 연 다음 DotNet 폴더를 엽니다.

3. 해당 아이콘을 이중 클릭합니다.

4. .NET를 설치하려면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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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설치 제거, 수정 또는 복구하기
Windows의 제어판을 사용하여 FileMaker Pro를 설치 제거하고 유실되거나 
손상된 파일을 대치하거나 설치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Pro
를 복구할 때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도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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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X에 FileMaker Pro 설치하기

설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열려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작업을 저장
합니다. FileMaker Pro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릴리스 정보는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설치 정보
FileMaker Pro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사용자의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ileMaker Pro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1 FileMaker Pro를 설치하려면 OS X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관리자 계정 및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컴퓨터에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경우 FileMaker Pro를 설
치하기 전에 끈 다음 나중에 다시 켜십시오.

1 설치 중에 모든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표준 설치)할지 또는 프로그램의 일
부만 설치(사용자 설정 설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공
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설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표준 설치는 해당 운영 체제와 일치하는 언어로 FileMaker Pro를 설치합니
다. 사용자 설정 설치를 사용한 다음 지원되는 언어 목록에서 다른 언어 팩
을 선택하여 추가 언어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Apple Remote Desktop을 사용하여 FileMaker Pro를 원격으로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FileMaker Pro 네트워크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설치 위치
기본적으로 FileMaker Pro 및 FileMaker Pro Advanced는 다음 위치에 설치됩
니다. 

[드라이브]/응용 프로그램/<FileMaker 제품>

<FileMaker 제품>은 FileMaker Pro 15 또는 FileMaker Pro 15 Advanced입니
다. 설치하는 동안 다른 드라이브 또는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www.filemaker.com/kr/support/kb/index.html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tech_specs&lang=ko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net_install&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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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Pro 설치하기
FileMaker Pro를 설치하려면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을 하드 
디스크로 드래그하여 FileMaker Pro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1 소프트웨어를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디스크 
이미지 아이콘(.dmg 파일)을 이중 클릭합니다.

1 DVD를 사용하여 FileMaker Pro를 설치 중인 경우 DVD 드라이브에 
DVD를 넣은 다음 DVD 윈도우를 엽니다. 

2. FileMaker Pro 설치 아이콘을 찾아 이중 클릭합니다.

3. 화면의 지침을 따라 FileMaker Pro를 설치하십시오.
15페이지의 “설치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4. 설치가 완료되면 제품 등록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FileMaker Pro 설치 제거하기
1. FileMaker Pro 15 또는 FileMaker Pro 15 Advanced 폴더 및 모든 콘텐츠를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합니다.

2. FileMaker Pro 또는 FileMaker Pro Advanced 환경설정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합니다. 
FileMaker Pro: 
<홈>/라이브러리/Preferences/com.filemaker.client.pro12.plist

FileMaker Pro Advanced:  
<홈>/라이브러리/Preferences/com.filemaker.client.advanced12.plist

FileMaker Pro 
설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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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다음 기능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필드 제어
1 편집 상자 숨기기 – 데이터 대신 점을 표시하도록 필드를 설정하여 기밀 정
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유용성 개선
1 FileMaker Pro 도움말 –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디자인
이 개선되었습니다. 도움말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다운
로드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

1 더 간단해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사용 가능한 
경우 FileMaker Pro에서 알려주며 FileMaker Pro 내에서 업데이트를 다운
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호스트 검색 – 호스트 목록 위에 있는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시작 센터에서 
호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ODBC 데이터 소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1 OS X: FileMaker Pro 문서 윈도우에서 전체 화면 및 Split View가 지원됩
니다.

1 OS X: 이제 Space bar로 팝업 메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스크립트 작업공간
1 스크립트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는 스크립트 편집 패널에 하이라
이트됩니다. 스크립트를 가져오거나 붙이면 자동으로 문제를 확인합니다.

1 새로운 환경설정을 사용하여 스크립트 메뉴에서 새로 생성한 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스크립트 작업공간에서 작업 실행을 취소하고 계산 지정 대화상자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help&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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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보안
1 FileMaker Pro는 FileMaker Server에서 호스트된 파일을 열거나, HTTP 요
청을 통해 XML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여 SMTP 서
버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SSL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FileMaker Pro는 호스트의 SSL 인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연결하거나 해당 호스트를 허용된 호스트 목록에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AppleScript 또는 ActiveX를 사용하여 FileMaker 스
크립트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1 데이터 뷰어에 있는 조사 탭을 사용하려면 표현식을 볼 수 있는 전체 접근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1 FileMaker Go에서 키체인에 접근하려면 사용자에게 Touch ID 또는 iOS 암
호를 사용하도록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단계
새로운 스크립트 단계

1 테이블 비우기 –현재 찾기 세트와 상관없이 지정된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를 지웁니다. 대량의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모든 레코드 삭제 대신 테
이블 비우기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레코드를 지울 수 있습니다.

변경된 스크립트 단계

1 이전에 “대화상자 없이 수행” 대화상자를 포함하던 스크립트 단계는 이제 
“대화상자 사용” 옵션 인라인을 표시합니다.

1 파일 변환 – XML 데이터에 대한 HTTP 요청에 지정되어 있는 서버의 SSL 인
증서를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레코드 가져오기 – XML 데이터에 대한 HTTP 요청에 지정되어 있는 서버의 
SSL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URL에서 삽입 – 해당 URL에 지정되어 있는 서버의 SSL 인증서를 확인하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메일 보내기 –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는 SMTP 서버의 SSL 인증서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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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새로운 함수

1 RangeBeacons – iBeacon 목록 및 인접 항목을 iOS 장비에 반환합니다.

변경된 함수

1 Get(마지막 ODBC 오류)는 이제 Get(마지막 외부 오류 세부 정보)로 변경
되었으며 ODBC 오류뿐 아니라 SSL 인증서 오류에 관한 세부 정보를 반환
합니다.

변경 및 제거된 기능
1 OS X: FileMaker Pro는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으로만 실행됩니다. 
FileMaker Pro에서 32비트 전용 버전의 플러그인, ODBC 클라이언트 드라
이버 또는 오디오/비디오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64비
트 버전에 관해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팝업 메뉴에 표시되는 값 목록 – 두 번째 필드의 값이 표시되도록 값 목록
을 정의하는 경우 이제 팝업 메뉴를 닫으면 팝업 메뉴로 포맷이 지정된 필
드에 첫 번째 필드의 값만 표시되며 해당 필드의 데이터 포맷이 적용됩니
다. (이 동작은 드롭다운 목록의 동작과 동일합니다.) 값 목록의 값을 표시
하고 데이터 포맷은 무시하려면 새로운 값 목록의 데이터 포맷 무시하기 
정보 보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1 레코드를 PDF로 저장할 때 Acrobat 5 및 Acrobat 6 호환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1 FileMaker Pro 사용자 가이드가 제거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 있던 정
보는 이제 도움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ilemaker.com/redirects/fmp15_admin.html?page=doc_help&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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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참조 지침

FileMaker Pro를 설치한 후에 바로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시작하기에 관한 제안사항입니다.

1 FileMaker Pro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파일 메뉴 > 시작하기를 선택한 다음,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1 둘러보려면 자세한 내용 > FileMaker Pro 둘러보기를 선택하십시오.

1 전문적으로 디자인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및 개인 작업을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FileMaker Pro를 살펴보려면 시작 솔루션을 선택하고 스
크롤하십시오. 시작 솔루션의 데스크탑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려면 
이 시작 솔루션에서 생성하기을 선택하십시오.

1 FileMaker Training Series: Basics(http://www.filemaker.com/kr에서 확
인할 수 있음)의 작업 설명을 따르십시오.

1 다른 설명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다운로드 제품 설명서 센터를 보려면 도
움말 메뉴 > 제품 설명서를 선택하십시오.

1 FileMaker Pro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및 단계별 절차를 보려면 도움
말 메뉴 > FileMaker Pro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http://www.filemaker.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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