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 Windows, Linux?  
이 가이드는 사용자에게 어떤 Claris FileMaker 배포가 
적합한지를 안내합니다.
작성자: Wim Decorte, Soliant Consulting의 선임 기술 솔루션 아키텍처 



더 알아보기

2001년 여름, Claris는 FileMaker Server의 
Red Hat Linux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Claris 개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시대를 조금 앞서간 탓인지 널리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Claris는 Linux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FileMaker Server 배포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자로서 저는 그 이후로도 
Linux 지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Linux 버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Claris의 최신 릴리즈 덕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픈 소스 플랫폼에서 FileMaker 
App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Claris FileMaker 
Server 19.3 이상을 사용하여 Ubuntu Linux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ebook에서는 Claris가 
Linux 지원을 다시 시작한 이유, Claris가 
Ubuntu를 선택한 이유, 이번 릴리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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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laris FileMaker Server는 빠르고 
안정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FileMaker 맞춤형 App을 온프레미
스 서버에 안전하게 호스트하여 어느 
기기에서든 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p을  
기존 시스템 및 기타 기술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고 원격으로 손쉽게 App을  
관리하며 관리 작업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laris.com/ko/filemaker/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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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Linux를 지원합니까?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Claris는 Claris 개발자, IT 전문가 및 서버  
관리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Linux 지원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용 때문입니다.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 OS(운영 체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성과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FileMaker Server 
배포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untu를 선택한 이유 

Ubuntu는 매우 인기 있는 Linux 배포판이며 LTS(Long Term 
Support) 릴리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버 배포에 필요한  
안정성과 장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s://www.claris.com/blog/2020/claris-filemaker-server-now-on-linux
https://www.claris.com/blog/2020/claris-filemaker-server-now-on-linux


FileMaker Server 배포 옵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FileMaker Server 배포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1. FileMaker Cloud를 사용하고 Claris가 서버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또는- 

2. FileMaker Server의 온프레미스 버전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내부에 호스트하거나 선호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자를 사용해  
호스트합니다. 이 경우 서버의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FileMaker Cloud는 이미 Linu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FileMaker Server 릴리즈에서는  
온프레미스 버전을 통해 Linux를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를 온프레미스에 배포할지 클라우드에 배포할지 여부에 따라 macOS, Windows 또는  
Linux의 세 가지 OS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및 macOS용 FileMaker Server의 2가지 온프레미스 버전은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Windows와 macOS의 FileMaker Server는 실행되는 OS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 외에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물론 FileMaker Cloud의 모든 기능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FileMaker Server의 Linux 버전에는 온프레미스 FileMaker Server 및 FileMaker Cloud의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Linux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전 PHP(Hypertext Processor) 및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웹 게시 방법
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이 새 버전으로 전환하기 전에 FileMaker Data API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Linux 버전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디렉토리 서비스인 Active Directory 및 Open Directory
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Linux 버전은 서버의 OS에서 생성된 로컬 계정 및 그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Active Directory를 OAuth ID 공급자로 전환하는 AD 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에 대한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Linux 버전은 사용자와 관리 콘솔에 대한  
액세스 모두에 대해 AD FS 인증을 제공합니다.  

어떤 배포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십니까? 다음 요약에서는 관련성이 가장 높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든 클라우드에서든 Linux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Claris FileMaker Cloud는 
맞춤형 App을 제작하고 클라우
드에서 팀과 공유하기 위한 종합
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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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aris.com/ko/filemaker/server/
https://www.claris.com/ko/filemaker/cloud/
https://www.claris.com/ko/filemaker/server/
https://www.claris.com/ko/filemaker/cloud/
https://www.claris.com/ko/filemaker/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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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및 PHP API x X X
성능 향상 기능 끄기 x X X
FileMaker Data API x x x 

OData API x x

xDBC API x x x

서버 측 플러그인 x x X
서버측 스크립트 일정 x x x 

맞춤형 백업 일정 x X
필수 보안 규칙(Encryption at Rest, 파일 권한) X X x

내장 OAuth ID 공급자(IdP)

          Azure AD x x x

          Google x x X
          Amazon x x X
          AD FS C x x

          Okta C C x

          Claris ID X X
맞춤형 OAuth IdP(Ping, Auth0, OneLogin, KeyCloak) x x X
온프레미스 인증

          AD / OD x X X
          로컬 x X X
다중 FileMaker WebDirect 보조 컴퓨터 x x X

FileMaker Cloud

macOS & 
Windows Linux Linux

= 맞춤형 공급자                  

= 특별한 인증 단계 필요                

FileMaker Server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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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에 대한 3가지 잘못된 믿음 검증 

Linux는 항상 빠릅니다. 

오래된 하드웨어에서는 Linux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스크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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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발자들이 Windows 또는 macOS보다 Linux가 당연히 더 빠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동등한 하드웨어 사용). 
이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Soliant에서는 FileMaker를 다양한 유형의 하드웨어에서 사용하여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단계별로 비교하는 광범위한 베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Soliant는 다양한 버전의 FileMaker Server를 비교하고 OS 및 하드웨어 구성의 변경이 FileMaker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Punisher라는 도구는 GitHub(https://github.com/soliantconsulting/fm-punishe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nisher는 동일한 유형의 컴퓨터(이 경우 1, 5, 10 및 20 동시 PSoS 세션의 다양한 로드가 있는 AWS t3.large)를 사용하여 특정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확인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작업의 속도는 Windows와 Linux 사이에서 동등하며 일부 작업은 둘 중 하나에서 조금 더 빠릅니다. 
FileMaker Server의 코드 기반 대부분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지만, 각 운영 체제에는 고유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Windows  
및 macOS 버전의 FileMaker Server는 이미 여러 버전에 대한 많은 최적화를 통해 최적화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Linux의 FileMaker Server와 Windows 또는 macOS의 FileMaker Server 간의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 1: 
Linux는 항상 빠릅니다. 

참고: 막대가 짧을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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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Windows 및 macOS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에서 Linux를 실행하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하드웨어는 고장 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세대 하드웨어에 비해 기술이 뒤처지며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Linux로 전환하거나 리퍼브 서버를 사용하여 오래된 하드웨어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inux 자체로는 기존 하드웨어 결함을 보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inux 서버는 데스크탑 UI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잘 실행됩니다. 데스크탑이 없으면 유지 관리할 패키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메모리, 디스크 공간 등)가 거의 없으며, 더 강력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안도 향상됩니다. 

FileMaker Server는 Ubuntu 18.04 LTS 서버 및 데스크탑* 버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Linux 서버에 데스크탑을 설치하여 쉽게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명령을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유용합니다. 

*Ubuntu Desktop은 FileMaker Server 19.3과 호환 가능하지만,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 3: 
데스크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용:  
이를 증명하기 위해 3.0GHz 코어 4개가 설치되어 있는 초기 버전의 Mac Pro에 FileMaker Server를  
설치했습니다. 속도 테스트 결과, 더 느린 클럭 속도(2.4GHz)에서 실행되는 최신 하드웨어보다 몇 배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믿음 2: 
오래된 하드웨어에서는 Linux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막대가 짧을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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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laris International Inc. 모든 권리 보유. FileMaker, FileMaker Cloud, FileMaker Go 및 파일 폴더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Claris International Inc.(변경 전: FileMake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Claris, Claris 로고 및 FileMaker WebDirect는 
Claris International Inc.(변경 전: FileMaker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Soliant Consulting은 맞춤형 비즈니스 솔루션을 구축하는 전문 서비스 회사입니다. 15년 동안 Soliant 팀은 
고객의 미래를 형성하고 비즈니스 생활을 더 쉽게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Soliant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기술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Soliant는 고객이 직면한 문제, 솔루션이 
비즈니스 목표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고객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oliant Consulting에 대하여 

Claris International Inc.에 대하여 
Claris International Inc.는 어플라이언스 App이나 기업 시스템으로 틀에 박힌 업무 방식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규모의 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혁신 플랫폼입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Claris Connect와 
Claris FileMaker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자는 수많은 고유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맞춤형 App을 직접 또는 50,000명 이상의 인증된 개발자로 구성된 Claris의 
글로벌 네트워크 도움을 받아 구축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는 11개 언어로 제공되며 백만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Claris International Inc.는 Apple의 자회사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정을 시작하려면 Claris 커뮤니티에 게시된 Linux 설치 및 문제  
해결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설치 정보, 문제 해결 지침 등과 함께 새  
운영 체제를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korea-sales@claris.com

https://community.claris.com/en/s/article/Claris-FileMaker-Server-for-Linux-Installation-and-Troubleshooting-Guide
https://community.claris.com/en/s/article/Claris-FileMaker-Server-for-Linux-Installation-and-Troubleshooting-Guide
https://community.claris.com/en/s/article/Claris-FileMaker-Server-for-Linux-Installation-and-Troubleshooting-Guide
https://community.claris.com/en/s/article/Claris-FileMaker-Server-for-Linux-Installation-and-Troubleshooting-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