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용 맞춤형 App

Claris FileMaker의 50가지 실제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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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목장용 재고 및 결제 관리
2. 전선 유지 보수 일정 추적
3. 작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
캡처
4. 고객 방문 시 즉석에서 송장 작성

17. 검사실에서 수술 절차 기록
18. 신입생의 서류 스캔, 감사, 등록
정보 관리
19. 직원용 모바일 약학 용어 백과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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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유 및 가스 분야의 현장에서 작업
안전 감시 수행

iPhone을 사용하여 스튜디오 내 모든
필름 편집 프로젝트 관리

6. 소매점에서 냉장 설비에 대한 작업
주문 처리

21. 티셔츠 재고 및 생산 단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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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재고 관리 및 POS(Point of Sale)
정보 간소화
8. 종묘장에서 화초와 식물 공급 재고
조사
9. 희귀 서적 검색을 위해 매장 재고
확인
10. 호텔 내 어느 위치에서나 고객 요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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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자재 납품 시 송장 생성
23. 도로에서 렌터카 계약 및 배차
관리
24. 환경 친화적인 애완용품의 생산
모니터링
25. 학생 정보 및 시험 성적 관리
26. 건물에서 화재 안전 점검 확인
목록 기록
27. 창고에 직접 가지 않고 퀼트 천
재고 확인
28. 고해상도의 전자 포트폴리오 작성
29. 병원 내 의료 장비 사용이 적절한지
모니터링
30. 학군 내 모든 컴퓨터 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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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어디서나 의사 교육 현황 추적

컨벤션 현장에서 출품자의 요구사항 관리

12. 현장에서 태양 전지판 설치 프로젝트
관리

32. 매장에서 여러 인쇄 프로젝트 추적

13.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적 유물 기록

33. 실험실에서 의약품 테스트 결과
추적

14. 공개 주택 방문 시 고객에게 필요한
부동산 세부 사항 확인

34. 외딴 지역에서 의료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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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의 전자 카탈로그에 최신 치과용
의료장비 표시

16. 수만 가지 대여 품목의 계약, 이행,
비용 청구를 관리

35. iPhone 또는 iPad에서 토목 공학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측량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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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학교 오디션 및 입학 절차 간소화
37. 이동식 헌혈 버스에서 기증자
데이터 수집
38. 법정에서 의뢰인 사건 메모 기록
39. 교실에서 교사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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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 중 차량 재고 확인 및 고객 세부
사항 기록

41. 이동 중에 iPhone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연락처 확인 및 업데이트
42. 광고 포스터 배치에 대한 보고서
작성
43. 와인 저장고에서 와인의 산도, 당도
및 알코올 수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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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로 시험 전달 및 교내 학생 성적
평가
45. 주민 설문 조사 실시

46. 공공 미술 작품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항 추적
47. iPad에서 점포 매출 및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스크톱에서
보고서 작성
48. 주택 리모델링 중 고객 설계 사양
관리
49. 수영장 건설 및 유지 보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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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선수 성과 통계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