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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자에게 힘을.
Claris 는 문제 해결자들 ,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 , 해결
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 상상력 , 디자인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디지털 변화를 일으키는 사
람들입니다 .

한계 없는 로우 코드

Claris FileMaker 라면 내장 템플릿 , 드래그 & 드롭 조작에 의한 디자인 , 직관적인 UI 를 사용하여 
당신이 지금 , 그리고 앞으로 겪을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App 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니
즈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laris Connect 라면 매일 사용하는 App 을 모아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 있
습니다 . 포인트 앤 클릭만으로 연결하고 싶은 App 을 고르고 트리거와 액션을 선택하면 App 이 
작동합니다 . 자동화가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

디지털 전환에는
끝이 없습니다 .

고객에게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업무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람들에게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
문제 해결자는 시스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 동시에 관리직이거나 의사 , 파일럿 , 영업 담당자 및 
교육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하고 있기 때
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지원
DevOps, CloudOps 및 SecOps 
전문 팀이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고객은 언제나 안전하
게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클라우드 퍼스트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 모두를 위해
클라우드로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

최신 기술
AI, IoT, AR / VR 등의 고급 기술 외에도

향후 등장하는 기술도 채용합니다 .

통합
업무 혁신을 위한 통합과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

네이티브 Web & 모바일 경험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

보안
OAuth, 다 단 계 인 증 , 엔 드 투
엔드 암호화 , HSM 암호화 키
관 리 (FIPS 140-2 L3 인 증 완
료 ), Web Application Firewall 
(WAF),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의 DDoS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
다 .

경험
클라우드에서도 , 온프레미스에
서도 , 모두를 조합한 하이브리
드에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Claris 플랫폼은 컴퓨터 , 모바일 , 
Web 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합
니다 .  

리소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 솔루션 , 마켓플레이스 , 세
미나 등 빠르게 시작하기 위한 각
종 리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Claris FileMaker 및 Claris Connect 무료 체험판 :www.claris.com/ko/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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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적합한 맞춤형 App을 작성
프로 코드 기능을 갖춘 로우 코드 툴로 컴퓨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서도 움직이는
맞춤형 App 작성

Pro

주요 기능 및 특징

Claris FileMaker Pro 19　시스템 요구사항

Windows

FileMaker Pro 19.5

Windows 11 Enterprise 및 Windows 11 Pro Edition (64 bit)

Windows 10 Enterprise 및 Windows 10 Pro Edition (21H2, 64 bit)

FileMaker Pro 19.4

Windows 11 Enterprise 및 Windows 11 Pro Edition (64 bit)

Windows 10 Enterprise 및 Windows 10 Pro Edition (21H1, 64 bit)

Windows 8.1 Standard 및 Windows 8.1 Pro Edition (64 bit)

Mac
macOS Monterey 12 (FileMaker Pro 19.4.1 이상)
macOS Big Sur 11 (FileMaker Pro 19.1.3 이상)
macOS Catalina 10.15

Apple silicon을 네이티브 서포트 （FileMaker Pro 19.3.1 이상）

※ FileMaker Pro를 Windows에서 이용하는 경우,  Microsoft .NET Framework 버전 4.8 이상이 필요합니다. 
※ 32 bit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Windows 10 Home Edition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 FileMaker Pro 는 ODBC/JDBC 를 통해 데이터 공유하는 데 필요한 ODBC / JDBC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ODBC / JDBC에 호환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FileMaker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하려면 TCP / IP 네트워크와 FileMaker Server가 필요합니다.
※ 런타임 작성 기능은 폐지되었습니다.
※ 시스템 요구사항의 OS 버전은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Claris International Inc. 에 의해 인정되는 향후 버전에서도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en_US&anum=000023050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암호화
업계 표준 AES 256-bit 대응

그룹 대상체의 선택
그룹화된 각각의 대상체의 수정 및 위치와 크기 조정 가능

REST API （JSON, cURL 옵션） 서포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리포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문서화

기본 필드
새 테이블에 기본 키(primary key) 및 작성일 등 필드를 자동 생성

재접속 중에도 작업 가능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져도 복구하는 동안 계속 작업 가능

Apple silicon을 네이티브 서포트 (macOS)

Starter App
6개의 Starter App에서 선택하여 바로 작업이 가능

계정 잠금
일정 횟수의 로그인에 실패하면 일시적으로 계정을 잠금

필드 및 테이블의 복사 및 임포트

스크립트
스크립트 단계에서 재사용성이 높은 자동 처리를 작성 가능
세련된 디버그 툴

사용자 설정 메뉴/ 키오스크 모드
메뉴의 커스터마이즈, 모든 메뉴를 숨기기 가능

데이터 뷰어
스크립트 실행 시 데이터 모니터링

JavaScript 통합
Web 뷰어에서 JavaScript를 실행.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캘린더, 그래프 사용자 지정 컨트롤 등을 추가 가능

애드온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에 기능을 추가

Web 컨텐츠에 대한 Microsoft Edge 서포트 
（Windows 만）
플러그인이 필요없고 오브젝트 필드의 PDF를 표시 가능

Go
어디서든 iPad/iPhone에서 FileMaker Pro로 만든 맞춤형 App에 연결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실행 및 FileMaker Cloud 및 FileMaker Server에 
접속하여 언제나 최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바일 업무 환경을 실현

App Store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laris FileMaker Go 19 시스템 요구사항

iOS 14 이상 및 iPad OS 14 이상의
버전이 실행 가능한 디바이스

멀티 터치 제스처 지원

인쇄 (AirPrint 지원)

주요 기능 및 특징

데이터 내보내기
스냅샷 링크, Excel, CSV, 탭 구분 등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Face ID 및 Touch ID 지원 
얼굴 인증 또는 손가락 터치로 잠금 해제하여 
맞춤형 App에 안전하게 액세스

iBeacon 지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iBeacon 지원

App Extensions에 대응
다른 iOS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

데이터를 PDF로 변환하여 직접 이메일로 송신

로컬 알림
FileMaker Go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경우 iOS 기기에 로컬 알림 표시 가능

키보드 단축키
Smart Keyboard 등의 iOS 디바이스의 외부 키보드에서 
지원되는 키보드 단축키를 지원

드래그 앤 드롭
응용 프로그램간에 텍스트와 사진 및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작업 속도 향상 (iPad)

서명 캡쳐
종이 양식에 서명하는 것처럼 문서에 서명하고 
맞춤형 App에 추가

센서의 지원
iOS 센서 위치, 기울기, 속도, 가속도, 회전 속도, 자기, 기압 및 
배터리 잔량 등의 정보를 수집

컨테이너 필드
이미지 및 PDF 파일의 열람, 동영상 재생, 음원 재생, 메모 
등의 이미지 기록을 관리

OAuth 2.0 지원

Siri 단축어 지원

NFC (근거리 무선 통신) 태그 읽기
Core ML 에 의한 학습 모델을 이용한 추론

자동 완성
텍스트 필드에서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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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성의 고성능 데이터 액세스
FileMaker Pro, FileMaker Go 및 FileMaker WebDirect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 소프트웨어

Admin Console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으로 관리하여 관리 작업 자동화 가능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검증
백업 기간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검증을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

데이터베이스 자동 백업
예약된 실시간 백업으로 데이터를 보호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 중에도 실행 가능

타 시스템과 통합
REST API (JSON, cURL 옵션) 지원
ODBC/JDBC서포트로 기존 SQL데이터소스 등을 재이용

주요 기능 및 특징

보안
SSL통신(TLS 1.2), 각종 SSL 인증서에 대응

외부인증
OAuth 2.0, Active Directory, Open Directory 에 의한 
외부인증

상세 로그 보기 및 다운로드
액티비티, 클라이언트 액세스 등의 상세 로그를 보고 다운로드 가능
열 정렬 및 정렬 순서도 쉽게 변경

ServerServer

※ FileMaker 19.5 에서 병렬 백업을 유효하게 하는 경우는 4-Core, 병렬 백업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듀얼 코어의 CPU 가 필요합니다. 
※ FileMaker Server에서는 최대 125개의 FileMaker Pro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기 OS 버전은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Claris International Inc.에서 인증한 향후 버전에서도 작동합니다. 
※ Windows Server Datacenter Edition 및 Ubuntu Desktop은 FileMaker Server 19.4 및 19.5와 호환되지만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Ubuntu 18.04 LTS는 FileMaker 19.5에서 폐지 예정입니다. FileMaker Server의 향후 릴리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en_US&anum=000023236

Apple silicon 네이티브 서포트(macOS)

Windows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Edition
(Desktop Experience를 설치 완료)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Edition ※
(Desktop Experience를 설치 완료)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Edition
(Desktop Experience를 설치 완료)

Windows Server 2016 Datacenter Edition ※
(Desktop Experience를 설치 완료)

Mac

macOS Monterey 12

macOS Big Sur 11

macOS Catalina 10.15

Ubuntu Linux

FileMaker Server 19.5

Ubuntu 20.04 LTS
(Long Term Support) Server

Ubuntu 20.04 LTS
(Long Term Support) Desktop ※

Ubuntu 18.04 LTS
(Long Term Support) Server

Ubuntu 18.04 LTS

(Long Term Support) Desktop ※

FileMaker Server 19.4

Ubuntu 18.04 LTS
(Long Term Support) Server

Ubuntu 18.04 LTS
(Long Term Support) Desktop※

지원되는 ESS 데이터소스

Microsoft SQL Server 2017

Microsoft SQL Server 2016 

Microsoft SQL Server 2014 

MySQL Community Server 5.7.21 

Oracle Database 11g 릴리스2

Oracle Database 12c 릴리스1

Oracle Database 12c 릴리스2

IBM I 7.3 (AS/400) 
(Actual Technologies ESS Adapter 경유) 

IBM Db2 버전 11.1
 (Actual Technologies ESS Adapter 경유) 

PostgreSQL 9.6.12
 (Actual Technologies ESS Adapter 경유)

FileMaker WebDirect 지원 브라우저

FileMaker Server 19.5

Safari 15 이상
Chrome 95 이상
Edge Chromium 95
iOS 15 이상 혹은 iPad OS 15 이상의 모바일 Safari
Android 7.x 이상에서 Chrome 95 이상

FileMaker Server 19.4

Safari 14 이상
Chrome 95 이상

Microsoft Edge 44
Edge Chromium 80
iOS 14 이상 혹은  iPad OS 14 이상의 모바일 Safari
Android 7.x 이상에서 Chrome 80 이상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FileMaker Pro 19

FileMaker Pro 18 Advanced

FileMaker Go 19, 18

iOS App SDK 19, 18 을

사용하여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FileMaker WebDirect

Claris FileMaker Server 19　시스템 요구사항

Claris FileMaker 의 파워를 브라우저에서도!

Claris FileMaker WebDirect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로컬에서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사용자는 Web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는 팀 구성원이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버전 걱정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항상 최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FileMaker WebDirect의 이용을 위해서는 FileMaker Cloud 또는 온프레미스 볼륨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가상 
환경에서 여러 디바이스에서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유료/무료에 관계없이 허가없이 Claris FileMaker Server 
라이선스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상업적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리스 법인영업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Claris FileMaker Server 및 Claris FileMaker Cloud의 접속 수

Claris FileMaker Server 19

※1  최대 접속 수는 하드웨어 구성, 맞춤형 App 디자인, 활성 사용자 수, 운영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00 이상의 접속에 대해서는 영업 창구로 문의해주십시오. 
※3  FileMaker Server에 2 종류의 Web 브라우저 접속 형식의 차이점
(1)  FileMaker WebDirect : HTML과 PHP 등의 Web 구축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WebDirect 기능에 의해 FileMaker Server가 자동으로 

HTML로 코딩하는 기능입니다. 동시접속 라이선스의 경우 브라우저 1 세션마다 접속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CWP:PHP / XML 언어를 이해하는 개발 기술자가 스스로 코딩을 한 뒤 Web 서비스를 확장해서 FileMaker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와 통신하는 

기능입니다. CWP 이용시에는 동시접속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접속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1라이선스당 연간 24GB가 계약에 포함됩니다.

Claris FileMaker WebDirect 는 Claris FileMaker Pro에서 만든 
맞춤형 App의 레이아웃 화면을 그대로 Claris FileMaker Cloud 
및 Claris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HTML과 PHP 등의 Web 구축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FileMaker의 개발 지식만으로 Web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의 Web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적합합니다. 또한, FileMaker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AES256bit) 및 각종 SSL 인증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한 Web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치※1

2000

500

500

500

2000

무제한

FileMaker Pro / Pro Advanced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3

CWP (사용자 설정 웹 발행)※2

FileMaker Data API※4

ODBC / JDBC 

클라이언트 종류

Claris FileMaker Cloud 2.19

최대 허용치※1

100

100

100

100

FileMaker Pro / Pro Advanced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FileMaker Data API / OData※4

클라이언트 종류

Claris FileMaker WebDirect 는 Claris FileMaker Pro에서 만든 
맞춤형 App의 레이아웃 화면을 그대로 Claris FileMaker Cloud 
및 Claris FileMaker Server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HTML과 PHP 등의 Web 구축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FileMaker의 개발 지식만으로 Web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의 Web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적합합니다. 또한, FileMaker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AES256bit) 및 각종 SSL 인증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한 Web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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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Server 와 FileMaker Cloud 비교

카테고리 FileMaker Server 19（온프레미스）  FileMaker Cloud 2.19

공유 방법 고객이 온프레미스로 맞춤형 App 을 공유합니다 .
Claris 가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맞춤형 
App 을 클라우드로 공유합니다 .

하드웨어 비용 서버급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와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
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하드웨어의 초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Amazon Web 
Services (AWS) 의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FileMaker 소프트웨어의 연간 또는 영구 라이선스가 필
요합니다 .

FileMaker Cloud 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AWS 의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배포 하드웨어의 설치 , 운영 체제 설치 , FileMaker Server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서버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맞춤형 App 을 몇 분 안에 배포 할 수 있습니다 .

메인터넌스 감시 및 OS 업데이트를 예약해야 합니다 .
운용 및 소프트웨어의 마이너 업데이트는 자동 메인터
넌스에 의해 적용됩니다 .

백업 백업 스케줄 작성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백업 데이터의 
복구에 사용됩니다 .

데이터는 20 분마다 자동으로 백업됩니다 . 백업은 
Admin Console 에서 간단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복구 사무실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손상된 경우 파일이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은 오프사이트 AWS 에서 호스팅되므로 사무실이나 
인접 지역에 비상 사태가 발생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

보안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AES 256 비트 암호화 및 전송 데
이터에 대한 SSL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

AES 256 비트 암호화 , SSL / TLS 암호화 , 자동 파일 암
호화 및 옵션으로 다단계 인증을 지원합니다 .

인증서 인증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SSL 인증서를 구입
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SSL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 구독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증
FileMaker 파일 계정에 의한 내부 인증 , Open 인증 
Directory 외부 인증 , OAuth 아이덴티티 공급자 인증
이 지원됩니다 .

새로운 싱글 사인온 시스템인 Claris ID 및 외부 IdP 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옵션에서 다단계 인증
을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가동 시간

고객의 사내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 높은 가
용성 유지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됩니다 .

AWS EC2 서비스 수준 계약의 월간 가동 시간 비율은 
99.99 % 입니다 .

자동화 필요에 따라 서버 스크립트를 예약합니다 .
Admin Console 에서 FileMaker 스크립트 예약이 가
능합니다 .

외부 데이터 소스 연
계

ESS 기능 , 가져 오기 기능 , 스크립트 스텝에 의한 외부 
데이터 소스로의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외부 SQL 데이터 소스는 ESS 어댑터 외에는 지원됩니
다 .

FileMaker 
xDBC Driver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ODBC 임포트만 지원됩니다 .

플러그인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커스텀 Web 공개
with PHP 및 XML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리 화면 영어 영어

Cloud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https://www.claris.com/ko/pricing/

Claris FileMaker Cloud　시스템 요구사항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FileMaker Pro 19
FileMaker Pro 18 Advanced
FileMaker Go 19, 18
iOS App SDK 19, 18을 사용하여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FileMaker WebDirect

지원되는 Web 브라우저
 Safari 15 이상
Chrome 95 이상
Edge Chromium 95

지원되는 언어
FileMaker Cloud Admin Console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
Claris Customer Console 및 Claris ID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중국어 (간체), 
포르투갈어 (브라질)

클라우드에서 맞춤형 App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액세스
FileMaker Pro, FileMaker Go 및 FileMaker WebDirect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맞춤형 App에 액세스하여 클라우드에서 쉽게 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배포
FileMaker Cloud의 설정만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업계 표준의 SSL / TLS 1.2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AES 256 비트 암호화, 자동 파일 암호화, 
부속 SSL 인증서, 옵션 다단계 인증 지원 등 보안 관리에 도움이되는 업계 표준의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Claris Customer Console　Web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팀, 구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 / 그룹 / 사용자 관리：팀에 사용자를 초대하고 그룹을 만들어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 관리：라이선스 사용자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App 작성：FileMaker Pro 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형App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기능)

필요에 따라 확대, 외부에 연결
비즈니스의 성장에 맞춰 사용자 추가, 인스턴스 확장 및 스토리지를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Standard 플랜). REST API를 사용하면 다른 Web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ST 기반 프로토콜의 OData를 사용하는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ISO 인증
Apple의 인증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 보안 관리(ISO 27001)와 클라우드에서 개인 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ISO 27018)에 대한 국제 표준화 메커니즘(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에서 제공하는 보안 인증 및 규정 준수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sccc/sccc4d2c0468b/1/web/1.0

Claris Customer Console 및
FileMaker Cloud Admin Console 시스템 요구 사항

FileMaker Cloud Admin Console　대시 보드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스케줄 실행: FileMaker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일정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로그 ：시스템 상태, 이벤트, 액세스 상황에 대한 상세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정열 
순서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업 복원：변경된 맞춤형 App은 20 분마다 자동으로 백업이 수행되고 30 일 동안 보관됩니다. 선택한 백업에 
레이블을 지정하면 30 일 이상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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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Cloud 자주 묻는 질문

Claris Customer Console 이란 무엇입니까 ?

Claris Customer Console 은 Claris ID 계정 , 그룹 , 호스트 , 구성 및 구독을 관리하기 위한 Web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Claris ID 란 무엇입니까 ?

Claris ID 는 Claris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통합된 사인온 시스템입니다 . Claris ID 로 소유하신 구독을 정리하거나 의심스러운 로
그인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고유의 Claris ID 계정을 가지고 고유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Claris ID 계정은 공
유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수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

" 사용자 " 는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든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정 개인을 의미합니다 .

필요한 사용자 구독 수는 조직 내에서 몇명의 특정 개인이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사용자는 FileMaker Pro, 
FileMaker Go 또는 FileMaker WebDirect 를 이용하여 FileMaker Cloud 에 연결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FileMaker 데이터 스토리지는 무엇입니까 ? 

FileMaker 데이터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 , 외부에 저장된 컨테이너 필드 데이터 및 백업 파일용으로 클라우드에서 공유하는 스토리지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계약에 포함된 FileMaker 데이터 스토리지의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용량에는 백업 파일도 포함됩니까 ? 

Essentials 의 경우 사용자당 연간 2GB, Standard 에는 연간 6GB 의 FileMaker 데이터 스토리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 스토리지에는 데이터베이
스 , 외부에 저장된 컨테이너 필드 데이터만 포함되며 백업 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Standard 는 추가 용량이 필요한 경우 Claris Customer 
Console 을 통해 Claris Store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FileMaker Data API / OData 란 무엇입니까 ?

FileMaker Data API 는 공유 파일의 데이터에 Web 서비스에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입니다 .

OData (Open Data Protocol) 는 데이터의 조회 및 업데이트를 위한 REST 기반 프로토콜로 HTTP, Atom / XML 및 JSON 같은 표준화된 기술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FileMaker Data API / OData 에 포함된 데이터 전송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FileMaker Data API 및 OData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량은 1 사용자당 1 개월에 2 GB 입니다 . FileMaker Web Data Connector for Tableau 를 
사용한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도 이 전송량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 추가 FileMaker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한 경우 Claris Customer Console 및 
Claris Store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FileMaker Cloud 구독에 포함된 처리 능력과 메모리는 얼마나 됩니까 ?

인스턴스 유형은 구독의 일부로서 구입한 사용자 수로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 5 사용자 구독은 2CPU 및 8GB RAM 이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 
Standard 플랜에서 사용자 구독을 10 명의 사용자로 늘리면 4CPU 및 16GB RAM 이 있는 인스턴스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FileMaker Cloud 의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FileMaker Cloud 와 FileMaker Server 둘 다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FileMaker Cloud 구독과 FileMaker Server 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라이선스 둘 다 계약해야 합니다 .

모든 기업의 규모에 맞는 도입하기 쉬운 플랜
FileMaker Cloud 기본 플랜 비교표 

계약 플랜 Essentials Standard

종류 FileMaker Cloud 를 소규모로 시작하는 플랜 FileMaker Cloud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랜

가격 ( 월별 환산 ) 21,450 / 사용자 / 월※ 1 44,000 / 사용자 / 월※ 1

사용자 수 5 ～ 10 5 ～ 2,000

공유 App 수 3 125

스토리지 2GB / 사용자 / 년 6GB / 사용자 / 년

API 사용량 2GB / 사용자 / 월 2GB / 사용자 / 월

컴퓨팅
Large

업그레이드 불가
사용자 수에 따라 변동

업그레이드 가능

FileMaker Cloud 가격표
계약 플랜 플랜 개요 1 사용자 / 월※ 1 신규 1 년 라이선스 신규 2 년 라이선스 신규 3 년 라이선스

Essentials ※ 2 미니멈 시작에 최적 21,450 257,400 501,960 746,520

Standard ※ 2 기본 플랜 44,000 528,000 1,003,200 1,478,400

Standard
교육기관 /NPO

교육기관 / NPO 고객용 30,800 369,600 702,240 1,034,880

※ 1  2022 년 9 월 현재 가격을 월별 환산한 것입니다 . 실제 구매는 연간 단위입니다 .
※ 2 100 이상의 접속에 대해서는 영업 창구로 문의해주십시오 . 
※ 3 Essentials, Standard 모두 5 명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유효한 계약이 있는 고객은 1 사용자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 가격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에 맞춰 일별 계산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 Essentials 플랜에서 Standard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플랜 이행 가격 등은 영업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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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작업은 Claris Connect 에 맡겨주십시오 .
Claris Connect 는 FileMaker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 이미 FileMaker 를 사용 중이면 다른 Web 애
플리케이션 및 Web 서비스와 통합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Claris Connect 무료 체험판 : https://www.claris.com/ko/trial/connect

Claris Connect 가격
계약 플랜 Developer FileMaker Plus ※ 1 Essentials Standard

가격 ( 월별 환산 ) ※ 2 22,550 / 월 56,430 / 월 111,760 / 월 281,050 / 월

실행 흐름 무제한 무제한 15 무제한

API 요청 500 회 / 월 10,000 회 / 월 10,000 회 / 월 50,000 회 / 월

연결 가능한 App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확장 패키지 가격
흐름과 API 요청수를 추가하려면 Claris Customer Console 에서 확장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플랜 Developer FileMaker Plus ※ 1 Essentials Standard

가격 ( 월별 환산 ) ※ 2

확장 패키지 없음

56,430 / 월 56,430 / 월 112,860 / 월

추가 실행 흐름
무제한

（추가 없음）
7

무제한
（추가 없음）

추가 API 요청 5,000 회 / 월 5,000 회 / 월 15,000 회 / 월

◆ 확장 패키지를 구입하려면 유효한 Claris Connect 계약이 필요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 1 : FileMaker Plus 는 볼륨 라이선스 사용자만 구입 가능합니다 . FileMaker Developer Subscription ( FDS ) 및 체험판 라이선스를 제외한 FileMaker 18 이후의 유효한 연간 볼륨 라이

선스 또는 영구 볼륨 라이선스에 포함된 라이선스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유효한 볼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플랜을 계약해 주십시오 .

※ 2 : 2022 년 9 월 현재 가격을 월별 환산한 것입니다 . 실제 구매는 1 년 계약입니다 .

교육기관 / NPO Claris Connect 가격
계약 플랜 Developer FileMaker Plus ※ 1 Essentials Standard

가격 ( 월별 환산 ) ※ 2 15,790 / 월 39,500 / 월 78,230 / 월 196,740 / 월

실행 흐름 무제한 무제한 15 무제한

API 요청 500 회 / 월 10,000 회 / 월 10,000 회 / 월 50,000 회 / 월

연결 가능한 App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교육기관 / NPO 확장 패키지 가격
계약 플랜 Developer FileMaker Plus ※ 1 Essentials Standard

가격 ( 월별 환산 ) ※ 2

확장 패키지 없음

39,500 / 월 39,500 / 월 79,000 / 월

추가 실행 흐름
무제한

（추가 없음）
7

무제한
（추가 없음）

추가 API 요청 5,000 회 / 월 5,000 회 / 월 15,000 회 / 월

◆ 확장 패키지를 구입하려면 유효한 Claris Connect 계약이 필요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 1 : FileMaker Plus 는 볼륨 라이선스 사용자만 구입 가능합니다 . FileMaker Developer Subscription ( FDS ) 및 체험판 라이선스를 제외한 FileMaker 18 이후의 유효한 연간 볼륨 라이

선스 또는 영구 볼륨 라이선스에 포함된 라이선스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 유효한 볼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플랜을 계약해 주십시오 .

※ 2 : 2022 년 9 월 현재 가격을 월별 환산한 것입니다 . 실제 구매는 1 년 계약입니다 .

DocuSign으로 서명된
입사 지원서를 받으면

SmartHR에 인사 정보가
등록되고　

입사 지원서가 Box에
업로드되고

　진척 상황이 Chatwork에서
　관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작업!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Claris Connect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통합 및 연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작업을 사용자 환경에 맞춰 자동화하여 작업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SOC 2® Type 2 Report 및 ISO 인증의 취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claris.com/ko/resources/white-paper/2020/claris-cloud-services-security/#compliance

인증
싱글 사인온 시스템인 Claris ID를 통해 흐름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팀 구성원의 인증을 
실시합니다. 다단계 인증, Okta 및 Microsoft Active Directory 등의 외부 ID 공급자를 통한 
인증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OC 2® Type 2 보고서
고객 데이터의 보안, 가용성 및 기밀성과 관련된 내부 제어를 다루는 SOC(System and Organi-
zation Controls) 2® Type 2 보고서를 취득했습니다. Claris와 Apple은 외부 감사인과 공동으로 
Claris Connect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여 내부 제어 환경의 설계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ISO 인증
Apple의 인증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 보안 관리(ISO 27001) 와 클라우드에서 개인 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ISO 27018)에 대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받았습니다.

클릭하여 연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포인트 앤 클릭으로 자동화 작업흐름을 작성합니다. 연결할 
App을 선택하여 트리거와 필요한 처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흐름이 생성됩니다.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도
클라우드에서 직접 흐름을 생성, 편집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즉시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어떤 App들도 원활하게 작업흐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
이미 Box, Slack, Dropbox 등 다양한 비즈니스 App의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laris 
FileMaker를 사용하는 경우, FileMaker Cloud와 FileMaker Server 용 커넥터를 준비하여 
FileMaker 맞춤형 App을 다른 App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엔드투엔드 암호화, HSM 키 관리, OAuth, MFA, 위협에 대한 AI 기반의 보호 기능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앱과 데이터 소스간에 전송됩니다. SSL 인증서 자동
프로비저닝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는 Amazon Web Service(AWS)의 키
관리에서 AES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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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FileMaker 볼륨 라이선스는 기업 · 단체 · 교육 · NPO 의 고객을 위한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
다 .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속품의 저장 공간의 낭비 , 사용
자 등록 , 소프트웨어 관리 및 버전 관리의 번거로운 문제 등도 모두 해소된 가장 유리한 라이선스 프
로그램입니다 . 또한 ,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향후의 유연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관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FileMaker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FileMaker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에는 연간 라이선스 및 영구 라이선스 2 종류가 있습니다 . 

또한 용도에 따라 각각 3 종류의 계약 유형이 있습니다 .

연간 라이선스 ・ ・ ・  1 년마다 갱신 계약
영구 라이선스 ・ ・ ・ 구입한 버전은 영구 이용
※ 연간 라이선스 및 영구 라이선스는 다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클라리스 법인 영업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계약 종류 사용자 라이선스
P.16

동시접속 라이선스
P.18

사이트 라이선스
P.20

대상 동일 조직내의 특정 사용자

부서 / 조직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이용 가능

법인 / 단체 ( 사업소 ) 일괄

계약 가능수
최초 5 사용자 이상 , 
1 사용자 단위로 추가

최초 5 동시접속 이상 , 
1 동시접속 단위로 추가

최초 25 시트 이상 , 
1 시트 단위 * 로 추가

추가 계약
1 사용자부터 

추가 계약 가능
1 동시접속부터 
추가 계약 가능

종업원의 증원이 당초 시트 
수의 10 % 를 초과하는 시점 
또는 계약 갱신시에 추가로 필
요한 시트 수를 계약

Data API
1 사용자당 연간 24GB 의 API 
데이터 송신량이 부여 . API 데

이터 수신량은 무제한

1 동시접속당 연간 24GB API 
데이터 송신량이 부여 . API 데

이터 수신량은 무제한

1 시트당 연간 24GB API 데이터 
송신량이 부여 . API 데이터 수신

량은 무제한

메인터넌스 
(무료 업그레이드)

연간 라이선스：
신규 라이선스 및 갱신 라이선스 모두 메인터넌스가 포함 . 새로운 버전이 발매되는 경우 , 추가 비용 없이 최신 버전의 

FileMaker 도입 가능 .

영구 라이선스：

신규 라이선스 구입시 처음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음 . 메인터넌스가 만료된 경우에는 , 사용자 / 동

시접속 / 시트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로 재구입이 필요함 .

* 조직외 / 거래처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FileMaker WebDirect 및 FileMaker Go (iPhone / iPad) 에서 FileMaker Server 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라이선스 및 ASLA / SLA 에서 제공되는 FileMaker Server 는 계약 한 라이선시 이외의 사용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또한 , 볼륨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공되는 FileMaker 라이선스는 제 3 자 에게 임대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
다 . 제공된 볼륨 라이선스 계약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나에게 맞는 라이선스 종류는? 

나에게 맞는 계약 종류는?

데이터에 접속하는 사람은 회사내 일부 사원 
뿐입니까? 

Yes No

일부 사원만 사용
전체 사원 중 약
 60% 이상이 사용 

데이터에 접속하는 사람은 정해진 사용자 입니까? 

사용자 라이선스

P.16

사이트 라이선스 동시접속 라이선스

P.20 P.18

연간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접속하거나 서버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FileMaker Cloud 사용을 권장합니다. 

· 초기 비용을 절약하고 싶음

· 사용 인원 수에 따라 계약 라이선스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음

· 항상 최신 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음

· 자산으로서 소유하고 싶지 않음

· 연간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영구 계약을 희망

· 예산 문제로 인해 한번에 지불하고 싶음

· 소프트웨어 본체와 메인터넌스 비용을 나누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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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사용자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141LL 237,600 FM190173LL 665,280 FM190205LL 1,092,960 FM170496LL 237,600 FM171013LL 237,600 FM171029LL 665,280 FM172049LL 1,092,960

T2 10 〜 24 FM190142LL 211,200 FM190174LL 591,360 FM190206LL 971,520 FM170497LL 211,200 FM171014LL 211,200 FM171030LL 591,360 FM172050LL 971,520

T3 25 〜 49 FM190143LL 184,800 FM190175LL 517,440 FM190207LL 850,080 FM170498LL 184,800 FM171015LL 184,800 FM171031LL 517,440 FM172051LL 850,080

T4 50 〜 99 FM190144LL 171,600 FM190176LL 480,480 FM190208LL 789,360 FM170499LL 171,600 FM171016LL 171,600 FM171032LL 480,480 FM172052LL 789,360

T5 100 〜 249 FM190145LL 145,200 FM190177LL 406,560 FM190209LL 667,920 FM170500LL 145,200 FM171017LL 145,200 FM171033LL 406,560 FM172053LL 667,920

T6 250 〜 499 FM190146LL 132,000 FM190178LL 369,600 FM190210LL 607,200 FM170501LL 132,000 FM171018LL 132,000 FM171034LL 369,600 FM172054LL 607,200

T7 500 〜 999 FM190147LL 118,800 FM190179LL 332,640 FM190211LL 546,480 FM170502LL 118,800 FM171019LL 118,800 FM171035LL 332,640 FM172055LL 546,480

T8 1,000 〜 FM190148LL 105,600 FM190180LL 295,680 FM190212LL 485,760 FM170503LL 105,600 FM171020LL 105,600 FM171036LL 295,680 FM172056LL 485,760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영구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영구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사용자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061LL 712,800 FM190093LL 969,480 FM190125LL 1,226,160 FM170424LL 712,800 FM170917LL 142,560 FM170933LL 399,240 FM172001LL 655,920

T2 10 〜 24 FM190062LL 633,600 FM190094LL 861,840 FM190126LL 1,089,840 FM170425LL 633,600 FM170918LL 126,720 FM170934LL 354,960 FM172002LL 582,960

T3 25 〜 49 FM190063LL 554,400 FM190095LL 753,960 FM190127LL 953,640 FM170426LL 554,400 FM170919LL 110,880 FM170935LL 310,440 FM172003LL 510,120

T4 50 〜 99 FM190064LL 514,800 FM190096LL 700,200 FM190128LL 885,600 FM170427LL 514,800 FM170920LL 102,960 FM170936LL 288,360 FM172004LL 473,760

T5 100 〜 249 FM190065LL 435,600 FM190097LL 592,560 FM190129LL 749,280 FM170428LL 435,600 FM170921LL 87,120 FM170937LL 244,080 FM172005LL 400,800

T6 250 〜 499 FM190066LL 396,000 FM190098LL 538,560 FM190130LL 681,120 FM170429LL 396,000 FM170922LL 79,200 FM170938LL 221,760 FM172006LL 364,320

T7 500 〜 999 FM190067LL 356,400 FM190099LL 484,680 FM190131LL 613,080 FM170430LL 356,400 FM170923LL 71,280 FM170939LL 199,560 FM172007LL 327,960

T8 1,000 〜 FM190068LL 316,800 FM190100LL 430,920 FM190132LL 545,040 FM170431LL 316,800 FM170924LL 63,360 FM170940LL 177,480 FM172008LL 291,600

※ 최초 계약시 5 명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메인터넌스 갱신 고객은 1 사용자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 가격 ( 가격 레벨 ) 은 추가시 주문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 하나의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은 FileMaker Server 를 3 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2 년 및 4 년 일괄 계약도 가능합니다 .  다년간 일괄 계약하는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후의 가격이 각각 10% 할인되어 제공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표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
1 명의 사용자가 iPad/iPhone, 데스크탑 , Web 브라우저에서 접속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특정된 사용자 단위로 카운트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는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 사용자 라이선스는 회사 , 단체 및 부서 등의 
동일한 조직내에서 특정된 사용자가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
예를 들어 , 직원이 사내에서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FileMaker Pro 를 이용해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 , 거래처에서 iPad 를 사용하여 바로 견적서를 작성 , PDF 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PDF 견적서를 메일로송신 , 출장 중에 스마
트폰으로 근태 입력 및 워크플로우 승인 신청하는 등 유연한 업무 스타일이 요구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고객은 최대 3 대까지의 FileMaker Serv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소프트웨어에 접속하
는 라이선스를 받은 각 개인을 " 사용자 "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각 사용자는 FileMaker WebDirect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 
FileMaker Go 클라이언트 및 FileMaker Pro 클라이언트 ( 이하 " 클라이언트 " 로 총칭 ) 를 사용하여 FileMaker Server 에 저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사용자는 FileMaker Server 에 연결된 상태 ( 온라인 ) 또는 오프라인 상태의 
FileMaker Pro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약 조직 ( 라이선시 ) 에 속하며 어떤 장치에서 FileMaker 를 사용하는 특정 개인을 의미합니다 . FileMaker 를 사용하
여 맞춤형 App 을 만들거나 iPad, iPhone, Windows, Mac 또는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편집 , 입력하고 열람하는 사용자를 
모두 카운트하여 필요한 수를 계약해야 합니다 .
라이선시 ( 계약자 ) 는 현재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회사 또는 조직내의 다른 사용자에게 
계약 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 라이선스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1탭 1접속

1디바이스 1접속

1디바이스 1접속

FileMaker를 이용하는 사람
= 1사용자

FileMaker Server 
사용자 라이선스

FileMaker Server는 최대 
3대까지 인스톨 가능

FileMaker WebDirect

FileMaker Pro

FileMaker Go

1716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동시접속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301LL 699,600 FM190333LL 1,958,880 FM190365LL 3,218,160 FM170640LL 699,600 FM171181LL 699,600 FM171197LL 1,958,880 FM172145LL 3,218,160

T2 10 〜 24 FM190302LL 567,600 FM190334LL 1,589,280 FM190366LL 2,610,960 FM170641LL 567,600 FM171182LL 567,600 FM171198LL 1,589,280 FM172146LL 2,610,960

T3 25 〜 49 FM190303LL 462,000 FM190335LL 1,293,600 FM190367LL 2,125,200 FM170642LL 462,000 FM171183LL 462,000 FM171199LL 1,293,600 FM172147LL 2,125,200

T4 50 〜 99 FM190304LL 396,000 FM190336LL 1,108,800 FM190368LL 1,821,600 FM170643LL 396,000 FM171184LL 396,000 FM171200LL 1,108,800 FM172148LL 1,821,600

T5 100 〜 249 FM190305LL 356,400 FM190337LL 997,920 FM190369LL 1,639,440 FM170644LL 356,400 FM171185LL 356,400 FM171201LL 997,920 FM172149LL 1,639,440

T6 250 〜 499 FM190306LL 316,800 FM190338LL 887,040 FM190370LL 1,457,280 FM170645LL 316,800 FM171186LL 316,800 FM171202LL 887,040 FM172150LL 1,457,280

T7 500 〜 999 FM190307LL 277,200 FM190339LL 776,160 FM190371LL 1,275,120 FM170646LL 277,200 FM171187LL 277,200 FM171203LL 776,160 FM172151LL 1,275,120

T8 1,000 〜 FM190308LL 250,800 FM190340LL 702,240 FM190372LL 1,153,680 FM170647LL 250,800 FM171188LL 250,800 FM171204LL 702,240 FM172152LL 1,153,680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영구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영구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동시접속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221LL 2,098,800 FM190221LL 2,098,800 FM190285LL 3,610,080 FM170568LL 2,098,800 FM171085LL 419,760 FM171101LL 1,175,400 FM172097LL 1,931,040

T2 10 〜 24 FM190222LL 1,702,800 FM190222LL 1,702,800 FM190286LL 2,928,960 FM170569LL 1,702,800 FM171086LL 340,560 FM171102LL 953,640 FM172098LL 1,566,720

T3 25 〜 49 FM190223LL 1,386,000 FM190223LL 1,386,000 FM190287LL 2,383,920 FM170570LL 1,386,000 FM171087LL 277,200 FM171103LL 776,160 FM172099LL 1,275,120

T4 50 〜 99 FM190224LL 1,188,000 FM190224LL 1,188,000 FM190288LL 2,043,360 FM170571LL 1,188,000 FM171088LL 237,600 FM171104LL 665,280 FM172100LL 1,092,960

T5 100 〜 249 FM190225LL 1,069,200 FM190225LL 1,069,200 FM190289LL 1,839,000 FM170572LL 1,069,200 FM171089LL 213,840 FM171105LL 598,800 FM172101LL 983,640

T6 250 〜 499 FM190226LL 950,400 FM190226LL 950,400 FM190290LL 1,634,760 FM170573LL 950,400 FM171090LL 190,080 FM171106LL 532,200 FM172102LL 874,440

T7 500 〜 999 FM190227LL 831,600 FM190227LL 831,600 FM190291LL 1,430,400 FM170574LL 831,600 FM171091LL 166,320 FM171107LL 465,840 FM172103LL 765,120

T8 1,000 〜 FM190228LL 752,400 FM190228LL 752,400 FM190292LL 1,294,200 FM170575LL 752,400 FM171092LL 150,480 FM171108LL 421,320 FM172104LL 692,280

※ 최초 계약시 5 동시접속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메인터넌스 갱신 중인 고객은 1 동시접속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 가격 ( 가격 레벨 ) 은 추가시 주문하는 동시접속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 하나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계약은 하나의 FileMaker Server 를 설치 가능합니다 .
◆ 2 년 및 4 년 일괄 계약도 가능합니다 .  다년간 일괄 계약하는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후의 가격이 각각 10% 할인되어 제공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표

FileMaker 동시접속 라이선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iPad/iPhone, 데스크탑 , Web 브라우저에서 접속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동시접속 수를 카운트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FileMaker 동시접속 라이선스는 FileMaker Server 에 동시에 접속하는 동시접속 수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 불특정 다수
의 사용자가 FileMaker 맞춤형 App 을 공유하거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시 ( 계약
자 ) 의 직원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가합니다 . FileMaker Pro 의 사용은 FileMaker Server 에 연결된 상태 ( 온라인 ) 또는 오프라인 상태와 상
관없이 동시접속 라이선스의 최대 수까지 동시 사용을 허용 합니다 . FileMaker Server 에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의 FileMaker Pro 의 이용만
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동하는 수 만큼의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구입하십시오 . 
FileMaker Pro 클라이언트 접속 및 FileMaker Go 클라이언트 접속의 경우 , 디바이스당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간주되어 동시접속 수로 카운트
됩니다 . FileMaker WebDirect 접속의 경우 , 여러 탭의 웹브라우저를 열어 FileMaker Server 에 접속한 경우에는 탭마다 다른 클라이언트로 
간주되어 탭당 동시접속 수로 카운트 됩니다 .

중요：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구입한 FileMaker Pro 클라이언트가 FileMaker Server 동시접속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 

반대로 동시접속 라이선스 계약으로 납품된 FileMaker Pro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구입한 FileMaker Server 에 접속할 수 없
으므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라이선스를 추가 구입해야 합니다 .

FileMaker Server 
동시접속 라이선스

FileMaker Pro 배포 대상자는
동일 조직 내의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FileMaker Server 는 
최대 1대까지 인스톨 가능

1탭 1접속

1디바이스 1접속

1디바이스 1접속

FileMaker WebDirect

FileMaker Pro

FileMaker Go
1디바이스 1접속

1탭 1접속

FileMaker WebDirect

계약 조직 외에서의 접속

FileMak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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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사이트 라이선스 (ASLA / SLA)
ASLA ( 연간 사이트 라이선스 ) 및 SLA ( 영구 사이트 라이선스 ) 기업 ( 사업장 ) 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라 이선스를 구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25 시트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계약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기업 ( 사업장 ) 의 전체 직원수를 초기 시트수 ( " 당초 시트수 ") 로 정하고 " 당초 시
트 수 " 를 이용하여 초기 라이선스 비용이 산출됩니다 . 이 “당초 시트수 " 가 25 시트 이상이면 ASLA / SLA
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ASLA / SLA 라이선스 계약중 직원의 증원에 관한 주의 사항
ASLA / SLA 메인터넌스 계약 중 직원 수의 증원이 “당초 시트 수 " 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한 , ASLA / 
SLA 라이선스 추가 구입 및 라이선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 갱신 타이밍 또는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년 계약 기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원된 수만
큼 현행 가격으로 추가 구입해야 합니다 . 
직원의 증원 수가 “당초 시트 수 " 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원 수만큼 즉시 추가 구입해 주십시오 .

ASLA / SLA 계약에 관한 주의 사항
라이선스를 구입한 기업의 모든 직원이 관할하는 시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며 , ASLA / SLA 에 포함된 
FileMaker Server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구입한 기업이 제 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포
함한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접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 3 자 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계약해야 합니다 . ASLA / SLA 에 포함된 FileMaker Server 라이선스로 
제 3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사가 산정하는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ASLA / SLA 의 라이
선스 계약을 선택하면 메인터넌스 갱신수는 전 종업원수에 준하지만 , 영구 라이선스 SLA 의 메인터넌스 갱신시에 
갱신 라이선스 수를 줄인 후 , 추후에 다시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SLA 의 신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 SLA 의 메인터넌스가 만료된 후에는 SLA 에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전직원
수로 다시 ASLA / SLA 계약을 신규로 계약하거나 다른 계약 형태로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ASLA / SLA 계약 기간 
동안 전체 종업원 수가 10 %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인스톨 여부를 불문하고 ASLA / SLA 추가 계약의 의무가 발생
합니다 . ASLA / SLA 의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의 만료일 시점에서는 10 % 의 초과가 없더라도 ASLA / SLA 계약 
수와 실제 전체 종업원수와의 차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인 영업 창구로 문의 하십시오 .

ASLA 가격

ASLA 가격 레벨
신규 연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시트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SKU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25 〜 49 ※ FM190461LL 106,920 FM190493LL 299,520 FM190525LL 491,880 FM170784LL 106,920 FM171349LL 106,920 FM171365LL 299,520 FM172225LL 491,880

T2 50 〜 99 FM190462LL 99,000 FM190494LL 277,200 FM190526LL 455,400 FM170785LL 99,000 FM171350LL 99,000 FM171366LL 277,200 FM172226LL 455,400

T3 100 〜 249 FM190463LL 85,800 FM190495LL 240,240 FM190527LL 394,680 FM170786LL 85,800 FM171351LL 85,800 FM171367LL 240,240 FM172227LL 394,680

T4 250 〜 499 FM190464LL 75,240 FM190496LL 210,720 FM190528LL 346,080 FM170787LL 75,240 FM171352LL 75,240 FM171368LL 210,720 FM172228LL 346,080

T5 500 〜 999 FM190465LL 68,640 FM190497LL 192,240 FM190529LL 315,720 FM170788LL 68,640 FM171353LL 68,640 FM171369LL 192,240 FM172229LL 315,720

T6 1,000 〜 4,999 FM190466LL 64,680 FM190498LL 181,080 FM190530LL 297,600 FM170789LL 64,680 FM171354LL 64,680 FM171370LL 181,080 FM172230LL 297,600

T7 5,000 〜 9,999 FM190467LL 51,720 FM190499LL 144,840 FM190531LL 237,840 FM170790LL 51,720 FM171355LL 51,720 FM171371LL 144,840 FM172231LL 237,840

T8 10,000 〜 FM190468LL 44,040 FM190500LL 123,240 FM190532LL 202,440 FM170791LL 44,040 FM171356LL 44,040 FM171372LL 123,240 FM172232LL 202,440

SLA 가격

SLA 가격 레벨
신규 영구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영구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시트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25 〜 49 ※ FM190381LL 320,760 FM190413LL 436,320 FM190445LL 551,760 FM170712LL 320,760 FM171253LL 64,200 FM171269LL 179,640 FM172193LL 295,200

T2 50 〜 99 FM190382LL 297,000 FM190414LL 403,920 FM190446LL 510,840 FM170713LL 297,000 FM171254LL 59,400 FM171270LL 166,320 FM172194LL 273,240

T3 100 〜 249 FM190383LL 257,400 FM190415LL 350,040 FM190447LL 442,800 FM170714LL 257,400 FM171255LL 51,480 FM171271LL 144,120 FM172195LL 236,880

T4 250 〜 499 FM190384LL 225,720 FM190416LL 307,080 FM190448LL 388,200 FM170715LL 225,720 FM171256LL 45,120 FM171272LL 126,480 FM172196LL 207,720

T5 500 〜 999 FM190385LL 205,920 FM190417LL 280,080 FM190449LL 354,240 FM170716LL 205,920 FM171257LL 41,160 FM171273LL 115,320 FM172197LL 189,480

T6 1,000 〜 4,999 FM190386LL 194,040 FM190418LL 264,000 FM190450LL 333,840 FM170717LL 194,040 FM171258LL 38,880 FM171274LL 108,720 FM172198LL 178,560

T7 5,000 〜 9,999 FM190387LL 155,160 FM190419LL 211,080 FM190451LL 266,760 FM170718LL 155,160 FM171259LL 31,080 FM171275LL 87,000 FM172199LL 142,680

T8 10,000 〜 FM190388LL 132,000 FM190420LL 179,520 FM190452LL 227,040 FM170719LL 132,000 FM171260LL 26,400 FM171276LL 73,920 FM172200LL 121,440

※최초 계약시는 25 시트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추가의 경우에는 1 시트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 가격 ( 가격 레벨 ) 은 추가시 주문하는 시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 2 년 및 4 년 일괄 계약도 가능합니다 .  다년간 일괄 계약하는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후의 가격이 각각 10% 할인되어 제공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사이트 라이선스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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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leMaker Data API 개요
FileMaker Data API 가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
FileMaker Data API 는 공유 솔루션의 데이터에 Web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입니다 . 이 API 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FileMaker Data API 는 
REST API 입니다 . FileMaker Data API 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FileMaker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계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  FileMaker Data API 가이드 ( 영문 ) : https://help.claris.com/en/data-api-guide/
•  JSON 매뉴얼 : https://help.claris.com/ko/pro-help/content/json-functions.html

•  cURL 매뉴얼 : https://help.claris.com/ko/pro-help/content/curl-options.html

FileMaker Data API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까 ?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 / 동시접속 라이선스 / 사이트 라이선스는 각각 FileMaker Data API 가 라이선스당 연간 24GB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5 사용자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연간 120GB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ileMaker Data API 의 전송량은 어떻게 소비 카운트가 됩니까 ?
FileMaker Data API 의 인바운드 데이터 전송 (FileMaker Server 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신 ) 은 무제한입니다 . FileMaker Server 에서 호스트

된 FileMaker 클라이언트에서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 (FileMaker Server 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 을 수행할 때에 데이터 양이 

소비됩니다 .

FileMaker Data API 의 통신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또한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FileMaker Server 19 Admin Console 에서 현재의 통신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80 %, 100 % 에 도달하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120 % 를 초과한 시점에서 REST API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

FileMaker 
Data API

요청 (과금대상외)

(연간 한도 초과의 경우 과금 대상)

응답

FIleMaker Cloud

사용자수 
동시접속수 

ASLA / SLA시트수
연간 상한 

데이터 전송량연간 24GB

FileMaker Server

추가 Data API 라이선스 가격표
연간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연간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레벨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2 년 라이선스
(2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계약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1 〜 FM170865LL 79,200 FM170866LL 150,480 FM170867LL 221,760 FM171932LL 364,320 FM171430LL 79,200 FM171432LL 221,760 FM172267LL 364,320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1 〜 FM170883LL 79,200 FM170884LL 150,480 FM170885LL 221,760 FM171938LL 364,320 FM171449LL 79,200 FM171450LL 221,760 FM172273LL 364,320

ASLA 1 〜 FM170901LL 79,200 FM170902LL 150,480 FM170903LL 221,760 FM171943LL 364,320 FM171467LL 79,200 FM171468LL 221,760 FM172279LL 364,320

영구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영구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레벨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2 년 라이선스

(2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계약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1 〜 FM170856LL 237,600 FM170857LL 280,440 FM170858LL 323,280 FM171929LL 408,720 FM171421LL 47,520 FM171423LL 133,200 FM172251LL 218,640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1 〜 FM170874LL 237,600 FM170875LL 280,440 FM170876LL 323,280 FM171935LL 408,720 FM171439LL 47,520 FM171441LL 133,200 FM172257LL 218,640

SLA 1 〜 FM170892LL 237,600 FM170893LL 280,440 FM170894LL 323,280 FM171941LL 408,720 FM171457LL 47,520 FM171459LL 133,200 FM172263LL 218,640

◆ FileMaker 라이선스와 추가 Data API 를 구입하면 라이선스당 연간 24GB 의 API 데이터 송신량이 할당됩니다 . API 데이터 수신량은 무제한입니다 .

◆ FileMaker Data API 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는 FileMaker Data API 제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 Claris Store 를 이용하여 추가 구입하여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남은 데이터량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 Data API 사용량은 매년 계약 시작일에 리셋됩니다 . 남은 데이터량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 사용자 라이선스로 FileMaker Server 를 3 대 사용중인 경우에는 3 대를 합산한 값입니다 .

2322



교육기관 / NPO 라이선스
교육 기관 및 비영리 단체 (NPO) 를 위한 볼륨 라이선스 프로그램 제공

대상 NPO

비영리 단체용 라이선스 구입이 가능한 비영리 단체 법인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해당 관청에 의해 
승인된 법인 자격을 취득한 비영리 민간 단체 법인이 해당됩니다 .
비영리 단체의 구입 자격 확인은 등기부 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 서류는 직접 당사
로 사전에 송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 볼륨 라이선스는 영리 목적의 회사에 속해있는 기기 및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속해있는 기기
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교육 기관

대한민국 유아 교육법 ( 법률 제 11769 호 ), 초중등 교육법 ( 법률 제 11219 호 ), 고등 교육법 ( 법률 제 11766 호 )
에 정의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 전문 학교 , 단기 대학 , 전수 학교 , 맹아 학교 , 농아 학교 
, 양호 학교 , 각종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 인가받지 않은 학교 및 대학 병원 , 의료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정부 
및 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연구 기관 , 미술관 , 박물관 , 도서관 등의 공 익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교육기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사전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상기 기관에서도 교육 기관 
라이선스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육기관 / NPO 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사용자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149LL 142,560 FM190181LL 399,240 FM190213LL 655,920 FM170520LL 142,560 FM171037LL 142,560 FM171053LL 399,240 FM172041LL 655,920

T2 10 〜 24 FM190150LL 126,720 FM190182LL 354,960 FM190214LL 582,960 FM170521LL 126,720 FM171038LL 126,720 FM171054LL 354,960 FM172042LL 582,960

T3 25 〜 49 FM190151LL 110,880 FM190183LL 310,440 FM190215LL 510,120 FM170522LL 110,880 FM171039LL 110,880 FM171055LL 310,440 FM172043LL 510,120

T4 50 〜 99 FM190152LL 102,960 FM190184LL 288,360 FM190216LL 473,760 FM170523LL 102,960 FM171040LL 102,960 FM171056LL 288,360 FM172044LL 473,760

T5 100 〜 249 FM190153LL 87,120 FM190185LL 244,080 FM190217LL 400,800 FM170524LL 87,120 FM171041LL 87,120 FM171057LL 244,080 FM172045LL 400,800

T6 250 〜 499 FM190154LL 79,200 FM190186LL 221,760 FM190218LL 364,320 FM170525LL 79,200 FM171042LL 79,200 FM171058LL 221,760 FM172046LL 364,320

T7 500 〜 999 FM190155LL 71,280 FM190187LL 199,560 FM190219LL 327,960 FM170526LL 71,280 FM171043LL 71,280 FM171059LL 199,560 FM172047LL 327,960

T8 1,000 〜 FM190156LL 63,360 FM190188LL 177,480 FM190220LL 291,600 FM170527LL 63,360 FM171044LL 63,360 FM171060LL 177,480 FM172048LL 291,600

교육기관 / NPO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영구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영구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사용자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069LL 427,680 FM190101LL 581,760 FM190133LL 735,600 FM170448LL 427,680 FM170949LL 85,680 FM170965LL 239,520 FM171993LL 393,480

T2 10 〜 24 FM190070LL 380,160 FM190102LL 517,080 FM190134LL 653,880 FM170449LL 380,160 FM170950LL 76,080 FM170966LL 212,880 FM171994LL 349,800

T3 25 〜 49 FM190071LL 332,640 FM190103LL 452,520 FM190135LL 572,160 FM170450LL 332,640 FM170951LL 66,600 FM170967LL 186,240 FM171995LL 306,120

T4 50 〜 99 FM190072LL 308,880 FM190104LL 420,120 FM190136LL 531,360 FM170451LL 308,880 FM170952LL 61,920 FM170968LL 172,920 FM171996LL 284,160

T5 100 〜 249 FM190073LL 261,360 FM190105LL 355,440 FM190137LL 449,640 FM170452LL 261,360 FM170953LL 52,320 FM170969LL 146,520 FM171997LL 240,480

T6 250 〜 499 FM190074LL 237,600 FM190106LL 323,280 FM190138LL 408,720 FM170453LL 237,600 FM170954LL 47,520 FM170970LL 133,200 FM171998LL 218,640

T7 500 〜 999 FM190075LL 213,840 FM190107LL 290,880 FM190139LL 367,920 FM170454LL 213,840 FM170955LL 42,840 FM170971LL 119,880 FM171999LL 196,680

T8 1,000 〜 FM190076LL 190,080 FM190108LL 258,600 FM190140LL 327,000 FM170455LL 190,080 FM170956LL 38,160 FM170972LL 106,560 FM172000LL 174,960

※최초 계약시 5 명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메인터넌스 갱신 중인 고객은 1 사용자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하나의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은 FileMaker Server 을 3 대까지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 
◆ 2 년 및 4 년 일괄 계약도 가능합니다 .  다년간 일괄 계약하는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후의 가격이 각각 10% 할인되어 제공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교육기관 / NPO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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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NPO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동시접속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309LL 419,760 FM190341LL 1,175,400 FM190373LL 1,931,040 FM170664LL 419,760 FM171205LL 419,760 FM171221LL 1,175,400 FM172137LL 1,931,040

T2 10 〜 24 FM190310LL 340,560 FM190342LL 953,640 FM190374LL 1,566,720 FM170665LL 340,560 FM171206LL 340,560 FM171222LL 953,640 FM172138LL 1,566,720

T3 25 〜 49 FM190311LL 277,200 FM190343LL 776,160 FM190375LL 1,275,120 FM170666LL 277,200 FM171207LL 277,200 FM171223LL 776,160 FM172139LL 1,275,120

T4 50 〜 99 FM190312LL 237,600 FM190344LL 665,280 FM190376LL 1,092,960 FM170667LL 237,600 FM171208LL 237,600 FM171224LL 665,280 FM172140LL 1,092,960

T5 100 〜 249 FM190313LL 213,840 FM190345LL 598,800 FM190377LL 983,640 FM170668LL 213,840 FM171209LL 213,840 FM171225LL 598,800 FM172141LL 983,640

T6 250 〜 499 FM190314LL 190,080 FM190346LL 532,200 FM190378LL 874,440 FM170669LL 190,080 FM171210LL 190,080 FM171226LL 532,200 FM172142LL 874,440

T7 500 〜 999 FM190315LL 166,320 FM190347LL 465,840 FM190379LL 765,120 FM170670LL 166,320 FM171211LL 166,320 FM171227LL 465,840 FM172143LL 765,120

T8 1,000 〜 FM190316LL 150,480 FM190348LL 421,320 FM190380LL 692,280 FM170671LL 150,480 FM171212LL 150,480 FM171228LL 421,320 FM172144LL 692,280

교육기관 / NPO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 레벨
신규 영구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신규 영구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영구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동시접속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T1 1 〜 9 ※ FM190229LL 1,259,280 FM190261LL 1,712,640 FM190293LL 2,166,120 FM170592LL 1,259,280 FM171117LL 252,000 FM171133LL 705,240 FM172089LL 1,158,600

T2 10 〜 24 FM190230LL 1,021,680 FM190262LL 1,389,600 FM190294LL 1,757,280 FM170593LL 1,021,680 FM171118LL 204,480 FM171134LL 572,160 FM172090LL 939,960

T3 25 〜 49 FM190231LL 831,600 FM190263LL 1,131,120 FM190295LL 1,430,400 FM170594LL 831,600 FM171119LL 166,320 FM171135LL 465,840 FM172091LL 765,120

T4 50 〜 99 FM190232LL 712,800 FM190264LL 969,480 FM190296LL 1,226,160 FM170595LL 712,800 FM171120LL 142,560 FM171136LL 399,240 FM172092LL 655,920

T5 100 〜 249 FM190233LL 641,520 FM190265LL 872,520 FM190297LL 1,103,520 FM170596LL 641,520 FM171121LL 128,280 FM171137LL 359,280 FM172093LL 590,160

T6 250 〜 499 FM190234LL 570,240 FM190266LL 775,560 FM190298LL 980,760 FM170597LL 570,240 FM171122LL 114,120 FM171138LL 319,440 FM172094LL 524,640

T7 500 〜 999 FM190235LL 498,960 FM190267LL 678,600 FM190299LL 858,240 FM170598LL 498,960 FM171123LL 99,840 FM171139LL 279,480 FM172095LL 459,120

T8 1,000 〜 FM190236LL 451,440 FM190268LL 613,920 FM190300LL 776,520 FM170599LL 451,440 FM171124LL 90,360 FM171140LL 252,840 FM172096LL 415,440

※ 최초 계약시 5 동시접속 이상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메인터넌스 갱신 중인 고객은 1 동시접속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 가격 ( 가격 레벨 ) 은 추가시 주문하는 동시접속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 하나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계약은 하나의 FileMaker Server 를 설치 가능합니다 .
◆ 2 년 및 4 년 일괄 계약도 가능합니다 .  다년간 일괄 계약하는 하는 경우에는 2 년 이후의 가격이 각각 10% 할인되어 제공됩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교육기관 / NPO 동시접속 라이선스 가격표

교육기관 / NPO Data API 라이선스 가격표
교육기관 / NPO 연간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연간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레벨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2 년 라이선스
(2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3 년 갱신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5 년 갱신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가격 레벨 계약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연간 사용자 라이선스 1 〜 FM170868LL 47,520 FM170869LL 90,360 FM170870LL 133,200 FM171933LL 218,640 FM171433LL 47,520 FM171435LL 133,200 FM172268LL 218,640
연간 동시접속 라이선스 1 〜 FM170886LL 47,520 FM170887LL 90,360 FM170888LL 133,200 FM171939LL 218,640 FM171451LL 47,520 FM171453LL 133,200 FM172274LL 218,640

교육기관 / NPO 영구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영구 Data API 라이선스 

가격 레벨
추가 1 년 라이선스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2 년 라이선스

(2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3 년 라이선스

 (3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추가 5 년 라이선스

 (5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 포함 )  
1 년 갱신 메인터넌스 3 년 갱신 메인터넌스 5 년 갱신 메인터넌스

가격 레벨 계약수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SKU 가격

영구 사용자 라이선스 1 〜 FM170859LL 142,560 FM170860LL 168,240 FM170861LL 194,040 FM171930LL 245,280 FM171424LL 28,560 FM171426LL 79,920 FM172252LL 131,160
영구 동시접속 라이선스 1 〜 FM170877LL 142,560 FM170878LL 168,240 FM170879LL 194,040 FM171936LL 245,280 FM171442LL 28,560 FM171444LL 79,920 FM172258LL 131,160

◆ FileMaker 라이선스와 추가 Data API 를 구입하면 라이선스당 연간 24GB 의 API 데이터 송신량이 할당됩니다 . API 데이터 수신량은 무제한입니다 .

◆ FileMaker Data API 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이언트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는 FileMaker Data API 제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 Claris Store 를 이용하여 추가 구입하여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남은 데이터량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 표시 가격은 VAT 불포함 가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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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메인터넌스
연간 메인터넌스를 갱신하면 고객에게 향후 업그레이드 제품과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 관리를 제공
합니다 . 연간 라이선스 고객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에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영구 라이
선스 고객은 처음 1 년간의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고 차년도 이후에는 메인터넌스를 임의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장점
1. 메인터넌스 기간중에 대상 제품의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 출시되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 기존 버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 환경 및 상황
에 맞게 사용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영구 라이선스의 이용 고객은 매년 일정한 메인터넌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업그레이드 비용을 예산화할 수 있습
니다 . 연간 라이선스의 이용 고객은 연간 갱신 비용에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메인터넌스 비용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간 라이선스와 영구 라이선스의 메인터넌스 갱신 있음 / 없음의 비용 비교
5 년간 총 비용은 연간 라이선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5 년째에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의 예시 )

① 과 ②는 1 년마다 갱신할 경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다년 계약의 경우 더욱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

5년에 1번 이상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❶ 연간 라이선스 5년간의 비용

（신규 라이선스 + 갱신 라이선스 4년）
❸ 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 갱신 없는 경우 비용

（신규 라이선스 + 신규 라이선스）  < <
또한,

❷ 영구 라이선스 5년간의 비용
（신규 라이선스 + 메인터넌스 갱신4년） 

신규 라이선스 구입에 의한 업그레이드의 경우:
처음 구입한 버전과 새로 구입한 버전만 사용 가능

❶과 ❷ 의 경우
연간 라이선스 5년 유지, 또는

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 5년 유지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발매되는 모든 버전을 사용 가능!

❸ 의 경우

연간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 갱신하는 경우）

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 갱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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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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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 메인터넌스 갱신있음 )
영구 라이선스

( 메인터넌스 만료 )

7 년 이상 업그레이드 계획 없음 ○

6 년에 1 회 이상 업그레이드 ◎ ○

사용 버전을 선택하고 싶음 ◎ ○

* 연간 라이선스의 신규 및 갱신 비용은 영구 라이선스의 3 분의 1 입니다 .

* 영구 라이선스의 1 년간 메인터넌스 비용은 신규의 영구 라이선스 비용의 5 분의 1 입니다 .

* 연간 라이선스 및 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 기간 동안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버전으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이는 소유 라이선스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라이선스 수 이상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연간 라이선스 및 영구 라이선스의 메인터넌스는 계약 기간 동안 출시된 버전에서 사용할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주의：영구 라이선스 메인터넌스에 관하여

고객이 선택한 영구 라이선스의 메인터넌스가 만료되기 전에 고객은 메인터넌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만일 , 메인터넌스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  기존 계약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신규 계약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

(2)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업그레이드란 기능 추가 또는 성능 향상을 말하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데이트에는 기능 추가 외에도 버그 수정 , 디바이스 사양과의 일치를 위한  
   호환성 업데이트 , 특정 표준과의 상호 사용을 위한 표준 호환성 업데이트 및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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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를 다년 일괄 계약할 수 있습니까 ?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는 1 년에서 최대 5 년까지 일괄 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년 계약을 주문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지불은 첫해에 
일괄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계약 도중에 해약 및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

메인터넌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연간 사용자 / 동시접속 / 사이트 라이선스는 계약에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FileMaker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면 메인터넌스 계약 
기간도 동시에 갱신됩니다 . 

영구 사용자 / 동시접속 / 사이트 라이선스는 신규 또는 추가 구입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의 발효일부터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 메인터넌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 

(1) 기존 계약에 라이선스를 추가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신규 계약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 

(2)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업그레이드는 기능 추가 및 성능 향상을 통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데이트에는 기능 추가 외에 결함 수정을 포함한 버그 수
정 , 사양과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호환성 업데이트 , 특정 표준과의 상호 이용을 위한 표준 호환성 업데이트 및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볼륨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

연간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연간 사용자 / 동시접속 / 사이트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 이후 FileMak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삭
제 후 계약 해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정 개인을 말하며 이 수만큼 계산합니다 . 사용자는 FileMaker 플랫폼
을 사용하여 iPad, iPhone, Windows, Mac 또는 Web 에서 데이터를 표시 , 입력 , 수정하기 위한 맞춤형 App 을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특정된 조직의 특정된 개인입니다 .

FileMaker Data API 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까 ?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 / 동시접속 라이선스 / 사이트 라이선스는 각각 FileMaker Data API가 라이선스당 연간 24G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5 사용자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연간 120GB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용량을 추가하려면 FileMaker Server Admin Console 에서 

1 라이선스 24GB 단위로 추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Web 사이트 등에서 Claris 로고와 제품 아이콘을 사용해도 됩니까 ?

Claris 는 회사 로고의 사용을 제 3 자에게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매체에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아이콘은 아래 링크에서 누구나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Claris 디지털 자산 : https://content.claris.com/claris-digital-assets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시에는 Claris 브랜드 지침 및 상표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Claris 브랜드 지침 : https://content.claris.com/0320-418_Claris-Styleguide-2020.pdf 

상표 안내 : www.claris.com/company/legal/trademark-guidelines.html

FileMaker 볼륨 라이선스 자주 묻는 질문

볼륨 라이선스는 최소 몇 라이선스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까 ?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는 5 사용자 라이선스부터 , FileMaker 동시접속 라이선스는 5 동시접속부터 , FIleMaker 사이트 라이선스는 25 시트
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볼륨 라이선스를 회사에서 계약하고 여러 부서 및 전국 지사에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필요한 계약만큼 모아서 계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라이선스 관리자 등록은 1 명만 가능하며 당사와의 연락도 해당 담당자
하고만 이루어집니다 .

볼륨 라이선스는 어떻게 납품됩니까 ?

Claris International Inc. 는 고객이 라이선스 주문을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 고객 전용 납품 다운로드 Web 사이트 (Electronic Software 
Download Page : ESD)" 링크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주문시 등록한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Claris International Inc. 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 라
이선스 납품은 Claris International Inc. 가 본 이메일 ( 납품 다운로드 정보 ) 을 고객에게 전송 완료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품물은 라이선스를 구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마스터 복사본 , 라이선스 계약 (PDF), 관련 문서 (PDF),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증
명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기관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조직이 대상이 됩니까 ?

대한민국 유아 교육법 ( 법률 제 11769 호 ), 초중등 교육법 ( 법률 제 11219 호 ), 고등 교육법 ( 법률 제 11766 호 ) 에 정의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 전문 학교 , 단기 대학 , 전수 학교 , 맹아 학교 , 농아 학교 , 양호 학교 , 각종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 인가받지 않은 학교 
및 대학 병원 , 의료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정부 및 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하는 연구 기관 , 미술관 , 박물관 , 도서관 등의 공익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기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사전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상기 기관에서도 교육 기관 라이선스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 단체을 위한 볼륨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단체가 대상이 됩니까 ?

비영리 단체용 라이선스 구입이 가능한 비영리 단체 법인은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해당 관청에 의해 승인된 법인 자격을 취득한 비영
리 민간 단체 법인이 해당됩니다 .

비영리 단체의 구입 자격 확인은 등기부 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 서류는 직접 당사로 사전에 송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 볼륨 라이선스는 영리 목적의 회사에 속해 있는 기기 및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속해있는 기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Claris ID 란 무엇입니까 ?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

Claris ID 는 Claris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통합 사인온 시스템입니다 . FileMaker Cloud, Claris Connect 및 Claris Store 에 로그
인할 때 필요합니다 .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란 무엇입니까 ?

메인터넌스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는 경우 , 추가 비용없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새로 구입하는 영구 FileMaker 사용자 라이선스 / 동시접속 라이선스 / 사이트 라이선스는 해당 라이선스 발효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한 메인터넌
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 모든 연간 라이선스에는 메인터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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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라이선스 인증서에 대해
FileMaker 라이선스 인증서는 FileMaker Pro 19 및 FileMaker Server 19 설치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
는 암호화 파일입니다 . 계약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ESD)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 라이선스 인증
서는 ESD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인증서 파일 및 라이선스 키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스 인증서 파일 및 라이선스 키는 소프트웨
어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Claris FileMaker Pro 라이선스 인증서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유효한 라이선스 인증서 파일 ( 싱글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키 ) 가 필요합니다 . 라이선스 인증서 파

일이 없는 경우에는 체험판 버전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인스톨 방법은 아래 Web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macOS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ko&anum=000035664

Windows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ko&anum=000035660

Claris FileMaker Server 라이선스 인증서에 대해
라이선스 인증서는 최종 사용자의 라이선스 계약 준수를 보장합니다 . 라이선스 키가 잘못되었거나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키를 사용하여 여러 소프트웨어 설치가 실행되는 경우 Claris FileMaker Server 에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다음의 경우 최신 라이선스 인증서의 자동 갱신 또는 수동 인스톨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이 연결된 Claris FileMaker Server 의 경우 :
사용자 수 , 동시접속 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 후 자동 반영을 기다리거나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최신 라이
선스 정보가 FileMaker Server 에 반영됩니다 . FileMaker Data API 만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클라리스 법인 영업 창구로 문
의하십시오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Claris FileMaker Server 의 경우 :
사용자 수 , 동시접속 수를 추가하려면 라이선스 키를 Claris 온라인 스토어에 입력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 또한 최신 라이선스 정
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문 후 납품되는 ESD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서버에 복사하여 임포트해야 합니
다 . FileMaker Data API 만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클라리스 법인 영업 창구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경우 최신 라이선스 인증서의 자동 갱신 또는 수동 인스톨이 필요합니다 .

• FileMaker Server 19 무료 체험판을 정식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인증서 임포트 필요 )
• FileMaker Go, FileMaker WebDirect 및 FileMaker Pro 사용자 또는 동시접속 수를 추가
• FileMaker Data API 연간 데이터량을 추가

인스톨 방법은 아래 Web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macOS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ko&anum=000035665

Windows Server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ko&anum=000035661

Ubuntu Linux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ko&anum=000035671

라이선스 전자 납품 : ESD (Electronic Software Download) 에 대해
Claris International Inc. 는 고객이 라이선스 주문을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 고객 전용 납품 다운로드 Web 사이
트 (Electronic Software Download Page : ESD)" 링크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주문시 등록한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Claris 
International Inc. 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 라이선스 납품은 Claris International Inc. 가 본 이메일 ( 납품 다운로드 정보 ) 을 고
객에게 전송 완료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품물은 라이선스를 구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마스터 복사본 , 라이선스 계약 (PDF), 관련 문서 (PDF),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
한 라이선스 인증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FileMaker 제품 서포트 종료에 대해
2020 년 9 월 18 일에 FileMaker 16 및 17 제품 라인의 서포트가 종료되었습니다 . 또한 , 2021 년 6 월 25 일부터 FileMaker 18 
제품 라인의 서포트도 종료되었습니다 . 종료하는 지원 서비스에는 기술 지원 , 분실시 미디어와 라이선스 키의 판매 , 다운그레이
드용 미디어와 라이선스 키의 판매를 포함한 모든 직접 판매 및 서포트가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Web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support.claris.com/s/answerview?language=en_US&anum=000023250

지원되는 접속 버전

호스트하는 제품 FileMaker Pro
FileMaker Pro Advanced FileMaker Pro ( 사용자 접속용 ) FileMaker Go

FileMaker Server 19 19, 18 대상외 19, 18

FileMaker Server 18 19, 18, 17, 16 16 19, 18, 17, 16

FileMaker Server 17 18, 17, 16, 15 16, 15 18, 17, 16, 15

FileMaker Server 16 18, 17, 16, 15, 14v4 16, 15 18, 17, 16, 15, 14

FileMaker Server 15 17, 16, 15, 14, 13v9 16, 15 17, 16, 15, 14, 13v9

FileMaker Server 14v4 16, 15, 14, 13v9 대상외 16, 15, 14, 13v9

FileMaker Server 13v9 15, 14, 13v9 대상외 15, 14, 13v9

FileMaker Cloud 2.19 19, 18 대상외 19, 18

이 문서는 2022 년 7 월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 호환성을 표기한 것이며 모든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클라리스는 연결 조건을 향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버전 이후에 발표되는 버전으로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FileMaker 12 이후 제품은 확장자 fmp12 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 SSL 보안 업데이트 등에 의해 동일한 확장자에서도 호환되지 않고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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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17

FileMaker 18

2019

FileMaker 19

FileMaker 19.3

FileMaker 19.4

FileMaker 19.5

2020

2021

2021/06

2021/11

2022/06

FileMaker 18

FileMaker 19

FileMaker 17

macOS 10.13 High Sierra

iOS 11

macOS 10.14 Mojave

iOS 12

iOS 13

iPadOS 13

iOS 14
iPadOS 14

iOS 15
iPadOS 15 

macOS 10.15 Catalina

macOS Big Sur

macOS Monterey

Windows 8.1 대응 종료

FileMaker 19.3

FileMaker 19.4

FileMaker 19.5

FileMaker 16

2018

FileMaker 16

컨테이너 필드의 이미지에서 문자 인식, 
QR코드 텍스트 읽기  
FileMaker WebDirect 퍼포먼스 향상
병렬 백업 및 백업 취소 (FileMaker Server)
라이선스 인증서 파일 교체

마스터 / 상세 레이아웃 그룹 오브젝트 선택
새롭게 디자인 된 레이아웃 모드
Starter App
[나의 App] 윈도우
기본 필드
이메일에 복수 파일 첨부 지원
FileMaker Data API 정식 서포트
FileMaker Server Admin Console 디자인 변경   

FileMaker Pro / 
Pro Advanced 단일화

데이터 가져오기를 위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작할 때 특정 맞춤형 App을 열기
파일 버전 비교
파일 기반의 스크립트 스텝
스크립트 오류 로그
While 함수 SetRecursion 함수 
새로운 보안 액세스 관리 / [보안 관리] 대화 상자
플러그인 보안의 기능 강화
기본 파일의 액세스 보호
FileMaker Server Admin API 서포트

macOS Apple silicon을 네이티브 서포트
Windows Web 컨텐츠 Microsoft Edge 서포트
Ubuntu 대응 (FileMaker Server）

macOS Monterey shortcut에 의한 작업 자동화（FileMaker Pro）
OAuth Identity Provider의 커스터마이즈
iOS 15 및 OpenSSL 1.1.1l  대응 （FileMaker Go）

FileMaker Pro로 명칭 변경
JavaScript 통합
FileMaker WebDirect에서 카드 지원
Claris ID 및 외부 ID 공급자 (IdP) 계정 인증
NFC 태그 로드
머신 러닝 모델을 구성
Siri 단축어 지원
macOS 다크 모드 지원
macOS : 드래그 조작으로 FileMaker Pro 설치
CentOS Linux 대응 (FileMaker Server)  

레이아웃 오브젝트 윈도우
카드 윈도우
Windows상에서 새로운 FileMaker Pro 인터페이스
값 목록의 복사 및 붙여넣기
FileMaker 데이터소스 참조내의 변수
cURL 옵션 기능 강화
JSON 함수
외부 스크립트 스텝
클릭 가능한 보안 잠금 아이콘
OAuth 2.0 지원
필드 레벨에서의 텍스트 암호화

런타임 종료

CentOS 대응 종료

32 비트 지원 종료

Windows 7 지원 종료

Windows 10 Creators Update 
（버전 1703）

Windows 10 Fall Creators Update 
（버전 1709）

Windows 10 April 2018 Update
 （버전 1803）

Windows 10 October 2018 Update 
（버전 1809）

Windows 10 May 2019 Update 
（버전 1903）

Windows 10 November 2019 Update
（버전 1909）

Windows 10 May 2020 Update
（버전 2004）

Windows 10 October 2020 Update
（버전 20H2）

Windows 10 May 2021 Update 
（버전 21H1）

Windows 11
（버전 21H2）

주요 기능 년도 FileMaker 플랫폼 iOS mac Windows

FileMaker 8、8.5 

2006

2007

FileMaker 9 

2008

FileMaker 10 2009

2010

FileMaker 11

Windows XPMac OS X 10.4

Mac OS X 10.5

Windows Vista

OS X iPhone 1

Mac OS X 10.6

OS X iPhone 2

iPhone OS 3

Windows 7 

iOS 4 

Mac OS X 10.7 Lion

FileMaker 8、8.5 

FileMaker 9 

FileMaker 10

FileMaker 11

FileMaker 14

FileMaker 15

2016

2017

FileMaker 14

FileMaker 15

OS X 10.11 El Capitan

iOS 9 

macOS 10.12 Sierra

iOS 10

FileMaker 12

FileMaker 13

2011
2012

2013

2014

2015

FileMaker 12

FileMaker 13

iOS 5 

OS X 10.8 Mountain Lion

iOS 6 
Windows 8 

OS X 10.9 Mavericks

iOS 7 
Windows 8.1

OS X 10.10 Yosemite

iOS 8 

FileMaker Web 뷰어
FileMaker 리소스
PDF Maker
Excel Maker
Fast Send
Fast Match
테이블 가져오기
탭 컨트롤
드롭다운 달력

자동 완성
시각적인 맞춤법 검사기
레이아웃 정렬 도구
오브젝트의 명명

외부 SQL 데이터 소스와의 연결
조건부 서식
메일 송신
스크립트 그룹화

링크 전송 데이터베이스 공유 기능
자동 크기 조정
PDF에 추가

상태 툴바
스크립트 트리거
동적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저장
SMTP를 통해 메일 보내기
필드를 이름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 스텝

삽입 탭 순서 설정
IPv6 지원
팝업 도움말

FileMaker 그래프
빠른 리포트
정기적인 가져오기
스냅샷 링크
빠른 찾기
정보 보기
레이아웃 폴더
포털 필터링

외부 파일 보호
검색 조건과 병합 필드에 변수 사용

iPhone 発売

FileMaker Go 11 릴리즈

스크립트 작업 공간
새로운 계산식 지정 대화상자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버튼바 / 버튼 아이콘
상단 및 하단의 탐색 부분
필드내 레이블
색상 선택
오브젝트 구성 요소의 스타일

세련된 테마
레이아웃 지원 툴
새롭게 디자인된 샘플 App
컨테이너 필드의 강화
빠른 차트
iOS 디자인 및 개발 도구
윈도우 스타일의 정의
[URL에서 삽입] 스크립트 스텝
Execute SQL 함수
ESS와의 통합 강화

사용자 지정 테마
스타일
충실한 정보 보기 속성
필드 탭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슬라이드 컨트롤 / 팝 오버
오브젝트의 표시를 조작
계산식을 이용한 탭 컨트롤의 제목과 대화상자 버튼의 제목
FileMaker WebDirect
[서버에서 스크립트 수행] 스크립트 스텝

FileMaker Go 12 무상화 iPad 출시

인스턴트 Web 종료 64비트 대응

Windows 10 
（버전 1507）

Windows 10 November Update
 (버전 1511）

제품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크립트 원래대로 되돌리기
스크립트 오류 강조 표시
ESS 어댑터
Web 기반 도움말
마스크 표시 편집 상자
포털의 진행상황 표시바
스크립트에 의한 지정 테이블내의 데이터 일괄 삭제
SSL 인증서 서포트 (와일드카드, SAN 대응)

Windows 10 Anniversary Update 
（버전 1607）

주요 기능 년도 FileMaker 플랫폼 iOS mac Windows

Claris FileMaker 플랫폼 히스토리

각 버전에서 추가 된 주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eb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support.cl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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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s Store 에서 온라인 구매
https://store.claris.com

볼륨 라이선스의 견적 및 주문
https://sales.filemaker.co.kr/v19/

한국 Claris 파트너 검색
https://claris.com/ko/partners/find-a-partner/

한국 커뮤니티
  https://community.claris.com/en/s/group/0F90H000000UQ1aSAG/korea

© 2022 Claris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Claris, Claris Connect, Claris 로고 , FileMaker, 파일메이커 , FileMaker Cloud, FileMaker Go, FileMaker Pro, FileMaker 
Server, FileMaker WebDirect 및 파일 폴더 로고는 Claris International Inc. 및 기타 국가의 등록 상표입니다 . Mac 및 Mac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Apple Inc. 의 등록 상표입
니다 . Amazon Web Services, Amazon Web Services 및 "Powered by AWS"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Amazon.com, Inc. 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 사이트에 있는 다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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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작성일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 실제 내용 및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되어있는 당사 및 그룹 이
외의 기업 등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 정보 등에서 인용한 것이며 ,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 내용은 2020 년 5 월 현재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 기재되어 있는 회
사명 , 서비스명 , 용어 설명 등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취급 총판점 : 한국정보공학(주)
TEL : 031-789-8636 
FAX : 031-789-8607
이메일 : filemaker-sales@kies.co.kr

법인 영업 창구
TEL : 0800-983-850 
이메일: korea-sales@claris.com
영업시간 : 10:00 ~ 17:30 (공휴일 제외 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