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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는 ‘볼랜드’사에서 윈도우 용으로 처음 선보인 RAD, 즉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는(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도구이다. 터보 파스칼을 계승한 것이며, 기존의 파스칼 언어 위에 객체 지향 (Object-Orientation)을 완전하게 적용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제네릭스, 익명 메소드, 가상 클래스 생성자, 클래스 참조 카운트 등 새로운 현대 언어 특성들을 가지면서 더욱 성장하였다. 델파이 창시자 중 일원인 앤더스 헤즐스버그는 터보 파스칼 창시자이기도 하며,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C#과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어낸다.

‘델파이’는 당시 이 새로운 도구 개발에 사용되었던 코드명들 중 하나이다. 델파이라는 코드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컨셉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력한 연결 능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라클에게 말하고 싶으면, 델파이로 가라” 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델파이가 세상에 나온 해인 1995년은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 상 위대한 한 해로 기록된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1995년에 나왔고, 그 1~2년 전에는 루비, PHP, 루아가 나왔다. 델파이의 PME(속성, 메소드, 이벤트) 아키텍처가 자바와 C#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델파이와 C#은 아키텍처 등 동일한 컨셉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가상 메소드를 정의 하고 오버라이딩 하는 방식을 보면 델파이와 C#은 서로 같다. 이는 자바, C++ 와는 다른 방식이다. 오늘날 델파이는 엠바카데로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델파이 언어는 현대식이며, 개발환경은 RAD를 고수한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한다. 델파이는 RAD를 지키면서도 완전한 OOP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들을 개발자들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을 해내는 것일까? 컴포넌트 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아키텍처이다. 델파이는 멀티-플랫폼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들, 윈도우용 VCL 라이브러리, 멀티-디바이스용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 등 광범위한 컴포넌트 셋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과 사용자 화면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고, 배포 대상으로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델파이 생태계에서 파트너들이 완성한) 써드 파티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더 빠르고 멋지게 델파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델파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델파이는 20년 전부터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방식인 시각적이면서도 간편한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주얼 베이직과는 달리 견고한 OOP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RAD 업계에서 표준과도 같은 위상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델파이의 두번째 코드명은 VBK (비주얼 베이직 킬러) 였고,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는 이제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델파이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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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언어와 도구가 오래도록 성공해오고 

있는 핵심 원동력으로 델파이 개발자 사회를 

꼽을 수 있다. 재능있는 델파이 개발자들로 이

루어진 전세계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최고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델파이가 다시 태어나고, 

비주얼 오브젝트 기반 개발의 중요성을 개발

자들이 재발견하는 것을 경험해왔다. 다시금 

젊은 개발자들이 델파이를 시도하고 흥미로

운 앱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델파이 개발자 

사회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리고 참여 추세

를 볼 때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자 사회는 전세계 

수백만명이며 페이스북 등을 보면 개발자들

의 참여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이 대규모 개발자 사회

에 참여하고 있겠지만, 혹시 아직이라면 참여

해 보길 바란다.

     201개
국 가 들 에 서
강 력 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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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https://community.embarcad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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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 (비주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화면용과 비

화면용 컴포넌트들이 모두 들어있는 델파이의 오리

지널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이다. VCL 라이브러리는 

윈도우의 API, 플랫폼 컨트롤, 표준 UI 요소와 기능

들을 캡슐화한 높은 수준 프레임워크이며, 윈도우 

표준 컨트롤들이 더욱 정교한 수십가지 VCL 커스

텀 컨트롤들로 확장되어 있다.

VCL은 예나 지금이나 윈도우 API를 감싼 최고의 객

체 지향 라이브러리이다. VCL은 RAD 방식 (폼, 데

이터 모듈, 기타 컨테이너 안에 컴포넌트들을 끌어

다 놓는 방식) 개발을 제공한다. 또한 프레임을 사

용하면 비주얼 폼을 상속하고 조합할 수 있다. VCL

은 (액션 오브젝트와 액션 목록을 사용하여 코드 요

소와 화면 요소를 분리해주는) 커맨드 패턴에 기반

을 둔 현대식 아키텍처로 되어있으며 동시에 완전

히 OOP로 된 라이브러리이다. 개발자는 별도의 설

계나 RAD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OOP를 활용할 

수 있다. 설계자는 대신 MVVM이나 의존성 주입 

(Dependency Injection) 등 여러 패턴들을 구현한

다. 이러한 여러 패턴들을 직접 지원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도 이미 많다. 

현대식 화면 관점을 보면, VCL은 스타일링을 완전

히 지원한다. 오래된 윈도우 룩앤필을 현대신 윈도

우 10 스타일로 교체하고 싶다면 아주 약간의 코드

만 수정하면 된다. 더욱이 VCL은 (캘린더뷰, 토글 

스위치같은) 윈도우10 컨트롤들을 그려내는 컴포

넌트들이 있어서 윈도우10 이전 버전인 구형 윈도

우에서도 윈도우10 UI를 실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VCL이 윈도우 본연의 API를 그저 

감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델파이는 윈도

우 COM 인터페이스, 윈도우 셸(shell) 통합 (태스

크바처럼 바로 사용되는 컴포넌트 방식으로), 심지

어 윈도우 10 현대식 WinRT API들 (공지관리자처

럼 바로 사용되는 컴포넌트 방식으로)을 모두 제어

할 수 있다.

가 장
  강 력 한 
프레임워크
   For 윈도우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VCL은 제품에 들어 있는 수백개의 컴포넌트와 컨트

롤들 뿐만 아니라 수십개의 써드 파티 파트너사에서 

제공하는 수백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있다. 데브익스

프레스, 스티마, TMS, 미토브 등등 많은 파트너 사들

이 견고한 VCL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VC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다

른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개발에 소요하

는 시간의 일부만으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완성

한다. 또한 윈도우 플랫폼 API를 제한없이 십분 활용

할 수 있다. 더욱이, 윈도우 데스크탑 브릿지 (구. 센

테니얼 브릿지) 덕분에 VCL 애플리케이션을 유니버

설 윈도우 플랫폼으로 변환하여 윈도우 10 스토어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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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몽키는 멀티-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프

레임워크로써 RAD 스튜디오, 델파이, C++빌더 

안에 포함되어 있다. 파이어몽키는 네이티브 앱

을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용으로 구축

하려는 개발팀을 위해 고안되었다.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또는 고객사에게 앱을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전체를 커버한다. UI, 데이

터베이스, 네트워킹, 디바이스간 통신, 기타 크

로스-플랫폼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들어있다. 파

이어몽키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 기

능을 모두 활용하고, 네이티브 성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GPU 가속 화면 처리를 한다. 또한 PC, 

태블릿, 모바일 모두에서 플랫폼 API들을 제한

없이 액세스한다.

파이어몽키는 다른 크로스-플랫폼 도구

들처럼 “공통된 가장 낮은 수준에 맞

추는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기

능이 준비된 강력한 라이브러리들

이며 필요시 네이티브 플랫폼에 

완전히 액세스 할 수 있다.

UI (사용자 화면)

파이어몽키 UI 프레임워크는 다른 크로스-플랫

폼 프레임워크들을 훌쩍 뛰어넘는 차세대 디자

인이다. GPU 위에서 작동하므로 매우 빠르며 고

품질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플랫폼 별로 UI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애플리케이

션 디자인에서 가장 지루한 과정이다. 일반적인 

개발 방법 즉 개발자들이 iOS 화면을 만든 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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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롭게 안드로이드 화면을 다시 만들면  2배의 수

고가 든다. 파이어몽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화면을 한

번만 작성한다. 그리고 각 플랫폼에 맞추는 것은 지능적

인 플랫폼 서비스에게 맡긴다.

 

중복 작업을 하지말고
튜닝을 하자.

파이어UI(FireUI) 에서는 자유롭게 각 플랫폼에 맞게 보

정할 수 있다. 단순 보정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변경까

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플랫폼 기본 작동을 

오버라이딩할 수도 있다. 이로써 디자이너들은 일관성

있는 UI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중복되는 개발 

(엄청난 시간 낭비) 대신 디바이스 또는 플랫폼에 맞게 

살짝 튜닝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 개발 시간과 비

용은 크게 절감된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앱 개발자들이 iOS 화면을 Xcode

와 스위프트로 만들어내고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자바로 안드로이드 화면을 작성한다. 두 UI를 매우 유사

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것은 순전히 중복되는 작업이며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없다. 반면에, 파이어몽키를 사

용하는 개발자들은 화면을 한번만 만든다. 그리고나서 

각 앱 별로 맞춤 보정을 한다. iOS 버전에서는 컨트롤이 

iOS 네이티브 구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안드로이드에서

는 디자인에 맞게 간격과 색상을 보정한다.

파이어몽키 앱은 스타일을 활용한다. 개발자는 각 플랫

폼 마다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체 

UI, 컨트롤, 코드 로직은 한번만 작성되고 공유된다. 수

고가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버전에 대해 버

그 픽스를 하면 다른 버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일 언

어를 사용하므로 언어별로  각각 따로 개발팀과 브랜치

를 만들 필요가 없다.

더 쉽게 지원하자.

지원하기가 더 쉬워진다. 개발이 일원화되면 어떤 플랫

폼에서도 동일한 특징과 기능이 반영된다. 이는 플랫폼 

별로 다른 개발 도구와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출시 일정과 버그 목록을 각 플랫폼 별로 각

각 관리하거나 따로 관리하는 등 부가 작업이 필요없어

진다. 이 플랫폼과 저 플랫폼을 옮겨가면서 기능을 변경

하고 출시하면 사용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지원은 더 복

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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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솔루션, (Dream Solutions Ltd., 뉴질랜드)이 만든 라이트 팩토리 소프트웨어가 나이아가라 폭

포에 일루미네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VCL과 파이어몽키를 모두 사용하였다. 백엔드 

관리 소프트웨어는 VCL로 되어 있고, 프론트엔드의 UI는 파이어몽키로 작성되었다.



컨트롤 

RAD 스튜디오에 포함된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이

용하면, 버튼, 리스트박스, 콤보박스 등등 픽셀에 딱맞

게 스타일된 UI 컨트롤들로 앱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날짜선택기, 지도, 키보드 타입, 공지 등 각종 서비스, 쉐

어 시트 등 네이티브 플랫폼 컨트롤들도 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이어몽키의 지도 컴포넌트는 앱이 작동되

는 운영체제의 네이티브 API를 사용한다. 안드로이드에

서는 구글 맵스가, iOS에서는 맵키트가 사용된다. 이처

럼 개발자는 각 플랫폼의 네이티브 파워를 활용하므로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능과 UX를 제공할 수 있

으면서도 플랫폼 각각의 상세한 구현 방법을 염려할 필

요가 없다.  

파이어몽키의 모든 UI 컨트롤들은 4대 플랫폼 모두에

서 픽셀에 딱맞게 떨어지는 비트맵 기반으로 렌더링된

다. 이것은 iOS와 윈도우에서 문자 입력, 목록 등 네이

티브 컨트롤들을 렌더링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안드로

이드와 맥OS에서도 네이티브 UI 컨트롤들이 향후 확장 

지원될 계획이다. 파이어몽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커

스텀 테마를 통해 스타일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파이어몽키에는 애니메이션, 효과, 전환 효과, 3D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능들도 내장되어 있다.

네이티브 

파이어몽키 UI 컨트롤들은 네이티브 SDK (예: iOS의 코

코아터치)가 사용하는 내부 구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

라서, 파이어몽키 앱은 스크롤링이 네이티브와 같이 자

연스러우며 사용자가 기대하는 성능을 낸다. 한편, 개발

자는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동일한 컴포넌트 속성, 메소

드, 이벤트를 사용한다.  플랫폼 API와 컨트롤이 조합되

어 있고 운영체제가 컨트롤을 직접 고성능으로 그려내

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신있게 윈도우, 맥OS, iOS, 안

드로이드 등 크로스-플랫폼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공하는 컨트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다른 벤더사들의 

크로스-플랫폼 개발도구들과는 달리, RAD 스튜디오에

서는 멀티-디바이스 개발용으로 수백개의 컨트롤들이 

제공된다. 또한, RAD 스튜디오에 내장된 겟잇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델파이 생태계의 써드파티 컨트롤/컴포

넌트들이 추가 제공된다.

런타임 라이브러리

파이어몽키는 멀티-디바이스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처리된다. 이것은 쓰레딩, 병렬 프로그래밍 지원, 파일 

시스템 액세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액세스, 

HTTP와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특정 클라우드

와 BaaS 클라이언트 등등을 담당한다. 또한 런타임 라

이브러리는 내장 장비들 즉 GPS, 자이로스코프, 블루투

스, 기타 사물인터넷 장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기능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로 제공되며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 방식이 동일하다. 개

발자는 장비와 데이터 연결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단일 코드에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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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겨 져 있 는

보물이아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에서 많은 회사들은 

개발 도구 선택을 경쟁력의 일환으로 본다.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이 회사들은 사용하

는 도구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운좋게

도, 우리는 여러 사례 연구와 쿨 앱 콘테스트

를 통해 최고 중의 최고인 앱들이 델파이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연구

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www.embarcadero.com/case-study

12

약 12개월 전부터 델파이와 RAD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전세계 애플리케이션들을 직접 눈으

로 확인하기 위해 쿨 앱 (Cool Apps) 콘테스트

를 시작했다. 몇달에 한번씩 최고의 앱을 선정

하고 있다. 돋보이는 UX, 장비 통합, 재미 등 다

양한 목적을 가진 앱들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 

도구를 활용한 개발자들의 깜짝 놀랄 재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쿨 앱(Cool Apps) 콘테스트에 도전해보자:
http://embt.co/CoolApp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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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개 월 동 안

3 개 도 시
그 리 고 , 계 속 된 다

10.x 버전부터는 도시명이 함께 붙으면서, 델파

이를 사용하는 델파이가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기

여하고 있는 현실을 전세계 곳곳의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 도시명은 특정 버전과 문서

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20년 넘게 VCL은 윈도우 API를 사용하기에 가

장 좋은 OOP 라이브러리로 자리잡고 있다. 당연

히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도시)이 

첫번째 도시로 선정되었다. 시애틀에 이어, 강력

한 개발자 사회와 파트너 네트워크를 갖춘 베를

린이 선정되었다. 실제로 델파이는 독일 뿐만 아

니라 전 유럽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개발자 사회를 기리기 위해 이번 버전에는 도쿄

가 선정되었다. 델파이에 버전명으로 사용될 도

시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브라질, 러시아 등 

많은 중요한 시장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여러분의 도시

가 될 수 있을까?



거대한 사용자기반을 갖춘
진 정 한 글 로 벌 확 산

전 세 계 어 디 서 나
Delphi 라는 이름은 명확해 보이지만, 사용자 기

반이 전세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불

린다. 회사의 기반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델파이’라고 발음했지만, 전세계로 개발자 기반

이 증가하면서 더 흥미롭게 불린다.

델파이라는 이름의 바탕은 오라클이 발견된 그리

스의 도시이다. 고대 그리스 식으로 Δελφοί라 적

고 ‘델피’라고 발음한다. 그 결과 지금도 유럽 국

가에서는 대체로 그리스식 발음으로 부른다.

최근에 열린 델파이 부트 캠프에는 1만명 이상

이 등록했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델파

이를 배우고자 참여했다. 그렇다면 정확한 발음

은 무엇일까? 정확한 발음에 대해 만장일치하지

는 못하지만, 델파이가 월드 클래스 개발도구라

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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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며 데스크탑의 왕이다. 최신 버전 (윈도우

10)은 2015년 중반 출시 이후 엄청난 성공

을 거두고 있다. 첫 한달 만에 윈도우 8, 윈

도우 비스타, 윈도우 XP, 맥OS X, 리눅스 점

유율을 앞질렀고, 두달만에 윈도우 8.1을 넘

어섰다. 10개월 후에는 윈도우 7을 제치고 1

위가 되었다.  

윈도우 10으로 인해 수십년 만에 윈도우 시

장에서 가장 큰 통합이 이루어졌고, 윈도우 

10 스토어를 통해 수억명의 고객들에게 다

가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생겨났다. 윈도

우 10 스토어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RAD 스튜디오 개발 도구, 즉 델파이이다!

RAD 스튜디오에는 윈도우 데스크탑 브릿지 

개발 지원 기능이 있어서, 개발자들이 기존

의 애플리케이션과 새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개발 도구 안에서 몇분만에 바로 윈도우 10 

스토어 용으로 패키징할 수 있다. RAD 스튜

디오에는 지금까지의 윈도우 혁신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더 높은 생

산성으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코드의 수

명은 길다.

 
 

최근
가장
성공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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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0 데스크탑 브릿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www.embarcadero.com/products/rad-studio/windows-10-store-desktop-bridge 

10.2 도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
www.embarcadero.com/rad-in-action/migration-upgrad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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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한 한 가 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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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파트너
생태계는
성공의 핵심이다.
얼마나 건강한 파트너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가 바로 우리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 파트너들은 리셀링, MVP, 기술, 교육 카테고리로 나뉘어 형성되어 있다.

엠바카데로 총괄 본부장인 아타나스 포포브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파트너쉽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파트너쉽에 대한 방식은 서로 다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은 이들이 성공적인 파트너쉽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컴포넌트 파트너들은 우리 제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RAD 스튜디오에는 사용자 화면 만들기부터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모든 것을 커버하는 수백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다.

파트너사에서 만든 컴포넌트들은 심지어 더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데스크탑과 모바일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VCL과 파이어몽키를 위해 광범위한 

도구와 컴포넌트들이 델파이(와 C++빌더) 

사회에서 제공된다.

우리는 델파이 (뿐만 아니라 RAD 스튜디오와 C++빌더)

를 지원하는 이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



더 많은 파트너들
과 기술을 찾아보

려면:

https://www.embarcadero.com/services/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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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Software  

Limited

QBS Software는 영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유통사이다. 

매우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광범위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QBS는 1990년대에 퀵리포트

(Quickreport)를 선보이기도 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회사로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품질 보증 도구 전문 

제조사이다. 

PDF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를 

델파이, 닷넷, 자바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Gnostice 

컴포넌트들을 이용하면 다양한 포맷의 

문서 만들기, PDF와 오피스 문서 읽기, 

출력, 변환, 리포트 작성, PDF 문서 

고급 처리 등을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할 

수 있다. Gnostice는 2002년 설립된 

후 전세계 수천명의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고있다.

RAPWare

RAPWare는 네덜란드 리엔(Rijen)

에 본사를 둔 작은 독립 컴포넌트 

개발사이다. 

2001년 설립 당시에는 SOAP와 

XML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델파이 6 출시 

이후부터는 중점 사업을 MAPI와 

Exchange 기반 컴포넌트로 옮겼다.

SmartBear

SmartBear는 전세계 194개국, 20,000

개가 넘는 기업, 그리고 500만명이 

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SmartBear는 소프트웨어 품질 

도구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SmartBear  

제품들은 개발팀들이 코드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코드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성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Gnostice Information  

Technologies

NexusQA Pty Ltd

tmssoftware.com 

bvba

다양한 컴포넌트, 툴, 라이브러리들을 

델파이와 C++빌더용으로 제공한다. VCL

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뿐만 

아니라 파이어몽키(FMX)로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등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웹(IntraWeb) 컨트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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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ukGIS sp. z o.o.

폴란드 그디니아에 위치한 

TakukGIS는 2000년에 설립된 

GIS 개발용 라이브러리 전문 

제조사이다. 델파이/C++빌더, 닷넷, 

자바, 액티브X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용 데스크탑 

GIS 에디터 (스크립트 작성용 

개발환경 포함)와 무료 GIS 뷰어를 

제공한다.

20년 넘게 전세계 거의 모든 포춘 

500과 글로벌 2000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n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제록스, 

시스코, 델, 모토로라, 인텔 등이 

고객사이다.

MicroOLAP 

Technologies LTD.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리, 네트워크 

모니터링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n 소프트웨어

데브아트는 19년 동안 기능이 풍부하고 성능이 높은 

개발자용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공급하고 있다. 

크로스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에서 C/S 방식으로 DB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라클, SQL서버, 마이SQL(MySQL), 

인터베이스, 파이어버드, PostgreSQL, SQLite,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DB2, DBF, 사이베이스 

등등을 연결할 수 있으며 델파이, C++빌더, 라자루스, 

프리파스칼 등 다양한 개발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이티브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뿐만 아니라, 

데브아트는 델파이 ORM인 EntityDAC와 오라클, 

SQL서버, 마이SQL, 인터베이스, 파이어버드, 

PostgreSQL, SQLite에 연결하는 방대한 dbExpress 

드라이버 개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데브아트

tmssoftware.com 

다양한 컴포넌트, 툴, 라이브러리들을 

델파이와 C++빌더용으로 제공한다. VCL

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뿐만 

아니라 파이어몽키(FMX)로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등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웹(IntraWeb) 컨트롤도 있다.

Raize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고 혁신적인 개발 도구를 

1995년부터 델파이와 C++빌더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드사이트(CodeSite) 스튜디오는 유명한 

애플리케이션 로깅/디버깅 시스템이다. 드랍마스터

(DropMaster)는 드래그-앤-드랍을 구현하는 컴포넌트 

세트이다. 인스팩스(Inspex)는 오브젝트와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는 그리드 컨트롤 세트이다.

Raize 소프트웨어는 범용 VCL 컨트롤 세트인 코놉카 

시그니처 VCL 컨트롤 (구. Raize 컴포넌트)와 정교한 

파이어몽키(FMX) 도형 컨트롤 세트인 레이언트 쉐이프 

(Radiant Shapes)로도 잘 알려져있다. 엠바카데로는 

이 두 제품 모두 2015년에 인수하여 RAD 스튜디오에 

포함시켰다. Raize 소프트웨어는 엠바카데로 기술 

파트너이며, 최고 수준의 기술지원과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Raize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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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구와 컴포넌트 설치가 
더 쉽다.
겟잇 (GetIt) 안에서
더 간편하게 받는다!
겟잇 (GetIt) 패키지 매니저는 RAD 스튜디

오 개발 도구를 더 빠르게 설치하고 더 자유

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을 크게 향

상시켰다. 겟잇의 두가지 강력한 기술은 새

로운 인스톨러 설치와 겟잇 패키지 매니저

이다.

우리의 차세대 인스톨러는 개발 도구를 최소

한만 설치한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타

겟 플랫폼은 추후에 원할 때 설치하면 된다. 

원하는 기능만 설치되기 때문에 시간, 저장 

공간,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새 

인스톨러는 전통적인 ISO 인스톨러보다 훨

씬 빠르게 설치하고 다운로드도 병렬로 진

행한다.

또한, 설치 후에도 언제든지 개발환경에서 

바로 플랫폼과 언어를 쉽게 설치 또는 제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델파이와 

iOS만 설치하고, 안드로이드가 필요할 때에

는 개발 환경에서 추가하면 된다.



겟잇 패키지 매니저는 개발 도구 안에서 패

키지를 바로 찾고, 다운로드 하고 설치하게 

해준다. 여기에는 오픈 소스와 써드 파티 라

이브러리, 컴포넌트, 확장 개발 도구, SDK 등

등이 들어 있다.

겟잇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면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 공유와 전환이 간편해진다. 

겟잇 디펜든시를 통해 컴포넌트 의존성을 여

러분의 프로젝트에 맞게 추가해 놓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열면 필요한 컴포넌트와 컨트

롤들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많은 고객과 파트너가 겟잇을 온라인 스토어

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되면 사

람들이 더 쉽게 컴포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겠지만, 반면에 현재 파트너 비즈니스 모

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RAD 스튜디오 생태계에서 파트너는 매우 소

중하다.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여

러분은 앞으로 더 많은 무료 기능과 컴포넌

트를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다. 겟잇이 제공

하는 컨텐츠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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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 서버
RAD 서버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델파이 기능 중 가장 유용한 서비스이다. 지금은 2017

년이고, 데스크탑 세상, 모바일 세상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앱을 웹에 

올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렵지 않다 - RAD 서버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데스크탑 앱을 

REST 서비스로 바꾸자.

RAD 서버는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게 받쳐주는 턴키 솔루션

이다. RAD 서버는 델파이 REST/JSON API를 자동으로 퍼블리싱하고 관리한다. 또한 RAD 스튜

디오에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미들웨어, 사물인터넷 엣지웨어, 사용자 디렉

토리와 인증 서비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들어 있다. 푸쉬 공지 서비스, 실내외 위치 

좌표, JSON 데이터 저장소도 함께 제공된다.

RAD 서버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백엔드를 신속하게 새로 구축할 수 있다. 기존의 델파이 C/S 

비즈니스 로직 또한 상태 의존성이 없고 보안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개방형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

환할 수 있다. RAD 서버는 개발, 배포, 운영이 쉽기 때문에 솔루션을 재배포하는 ISV와 OEM에

게도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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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엔드포인트 퍼블리싱
올인원 턴키 방식으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API와 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한다.

통합 미들웨어
외부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바로 

연결하고 통합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델파이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할 

서비스들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만들

어져 있다. 사용자 디렉토리 서비스, 사용자 관

리, 푸쉬 공지, 사용자 위치 추적, 내부 데이터 

저장소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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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 서버는 현대식 멀티-티어 애플리케이션을 구
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델파이에는 백엔드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하
지만 예전 방식대로 사용하면 아키텍처의 “순수성”
이 없어진다. 즉 많은 비즈니스 로직이 프론트엔드
에 꽉 물려 섞인다.

제대로 보자. 그 방식은 분명 쉽고 빠른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정교함과 멀티 플랫폼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멀티-티어 아키
텍처가 필요하다. RAD 서버의 특별한 기술들을 활
용하지 않더라도, 멀티-티어 아키텍처 구축 자체만
으로도 델파이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델파이와 C++개발자들이 RAD 서버를 이용하면 기

존의 비즈니스 로직을 REST/JSON  API 엔드포인트
로 만들 수 있다. 개발자는 기존 앱에서 UI 컨트롤을 
따로 분리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수고가 적다. RAD 서버는 개발자들이 
다른 기술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OPEN 
아키텍처를 장려한다. 어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에서도 오픈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클라
이언트를 플랫폼 별로 중복 개발할 때 생기는 많은 

무의미한 반복 작업이 필요없다. (예: 웹을 위해 자바
로 같은 기능을 병행 구축할 필요가 없다)

깔끔한 통합
RAD 스튜디오 기술은 RAD 서버와 자연스럽게 통
합된다. 여러분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들, 스마트 사물인터넷 장비들을 멀티-티어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다. RAD 스튜디오의 
엔터프라이즈 DAC은 오라클, MS-SQL, DB2, 사이
베이스 등등을 빠르게 연결하는 풀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연결 풀링은 RDBMS 클라이언트 드라

이버를 설치하거나 구성할 필요가 없다. 클라이언
트 애플리케이션은 가벼운 REST로 RAD 서버를 통
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 
API 콜들을 연결한다. RAD 서버에는 IoT 씽커넥트 
(ThingConnect) 라는 새 장비 컴포넌트와 사물인
터넷 엣지웨어가 들어 있다. 다양한 무선 스마트 디
바이스와 센서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에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심지어 액세스하는 장소가 원
격이고 서로 다른 곳이어도 관계없다. 

REST {API}

VCL
 FMX 

HTML

`K3LMa*

JS 

RAD 서버, 뒤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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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콘솔

사용자 관리
API 분석

푸쉬 공지
간편한

데이터 저장 사물
인터넷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동 클라우드 / PaaS 
연동

고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통합 서비스들



RAD서버는 멀티-테넌시를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인 솔

루션이다. RAD서버 하나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지

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배포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된다. 

델파이 개발자라면, 익숙한 기술로 RAD 서버를 손쉽게 

활용하고 신속하게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

여러분은 RAD 서버를 직접 호스팅하거나 또는 클라우

드로 배포할 수 있다. 배포 플랫폼으로는 윈도우 서버와 

리눅스 서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기술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다양

한 기술들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REST 엔
드포인트

 퍼블리
싱

비즈니스 로직을 퍼블리싱하는 API

를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델

파이 또는 C++ 코
드를 RAD서

버가 

관리하는 REST/
JSON 엔

드포인트로 

자동으로 퍼블리싱 하거나 API로 호

스팅 할 수 있다.

푸쉬 공
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공지를 

전송한다. 프로그램된 내용이나 사용

자가 요구하는 내용 등을 전송해준다. 

엔터프라
이즈 데

이터

고성능의 연결 기능이 내장되어 있

어, 바로 모든 엔터프라이즈 급 RD-

BMS 서버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FireDA
C의 쉬운 연결성과 풍부한 기

능들을 활용해 다양한 곳에 있는 데

이터도 작업하고 연결할 수 있다.

액세스 
통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API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그룹과 사용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줄 수 있다. 누가, 어떤 기능을 제

어할 수 있는지를 관리한다. 모든 접근

은 사용자 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데스크탑
, 모바일

&웹

RAD서버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C++

과 델파이 코드는 자동으로 REST/

JSON 엔
드 포인트가 생성된다. 매우 

유연해 모든 유형의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그룹 관

리

사용자, 그룹, 액세스 통제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포탈이 제공

된다.

사물인터
넷(IoT)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연결 컴포넌트가 제공되

어 앱 클라이언트나 백엔드에 사물인

터넷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쉽고 빠르

게 연동할 수 있다. RAD 서
버에서 제

공하는 사물인터넷 엣지웨어 기능을 

활용해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사물인

터넷 디바이스가 멀리 있어도 애플리

케이션과 연동되도록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REST 클
라우드 서비스와 다양한 클

라우드, 소셜, BAAS
 플랫폼(구글, 아

마존, 페이스북, Kinve
y, Parse

 등) 을 

매우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보안 데
이터저장

소 내장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없이도 

JSON 데
이터를 간편하게 저장하고 

안전하게 검색할 수 있다.

API 분석

모든 REST 
API 엔드포인트 활동은 

강력한 통계 추적과 분석을 통해 모

두 측정되고 기록된다. 사용자, API, 

서비스 활동을 분석해 애플리케이션

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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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면서도 단순하고, 표현이 풍부하면서

도 읽기 쉽고, 학습용으로 훌륭하면서도 전

문적인 실무 개발에서 탁월한 언어, 이것이 

현재 델파이를 설명하는 특징이다. 델파이

는 역사가 깊고, 현재도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는 언어이다.

델파이는 다면성을 가진 언어이다. OOP의 

강력함, 고급 제네릭 프로그래밍 지원, 속성 

등 동적 생성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과 같이 더 전통적인 개

발 방식 역시 여전히 지원한다. 델파이는 단

일 도구 안에서 모바일 세상까지 끌어안는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를 모두 갖춘 진정한 

개발 도구이다. 미래가 준비된 언어이면서 

과거에 단단하게 뿌리를 둔 언어이다.

델파이 언어로 무엇을 만들까? 데스크탑 앱, 

CS 애플리케이션, 방대한 웹 서버 모듈, 미들

웨어, 오피스 자동화, 최신 폰과 태블릿용 앱, 

산업 자동화 시스템, 인터넷 가상 전화 네트

워크...델파이로 과거에 만들었을 지도 모르

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델

파이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언제나 장례가 촉망되는 청년이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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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언어는 오브젝트 파스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자바와 C#과 같이) 현대

식 타입 체크를 하고, 객체 지향 언어이며, 

단일 상속과 객체 참조 모델을 가진다. 언

어는 해를 거듭하면서 보강되었다. 레코드

에 메소드가 추가되고, 레코드, 클래스 데

이터, 중첩 타입, 봉인된 클래스, 파이널 메

소드, 클래스 헬퍼들에서 연산자 오버로딩

을 한다.

클래식한 OOP 특징을 넘어서서, 델파이 언

어는 제네릭 데이터 타입과 컬렉션, 익명 메

소드(인클로저라고 한다), 리플렉션, 매우 

풍부한 RTTI와 컴포넌트 스트리밍 아키텍

처를 가진 속성들이 있다.

언어 현대화의 일환으로 유니코드 문자열

이 네이티브 타입으로 바뀌었고 ARC (자동 

참조 카운팅) 메모리 모델이 모바일 플랫폼

에서 사용된다.

기능면을 보면, 델파이가 다른 최신 프로그

래밍 언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

면서도 그 고유한 향취, 높은 가독성, 프로

그래밍 패러다임 지원에 대한 유연성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는 행복한 언어이다.



엠바카데로는 사물인터넷 솔루션이 가진 힘을 

개발자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씽커넥

트 (ThingConnect)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컴포

넌트는 홈 오토메이션에서부터 건강 기기, 의료 

장비, 환경 센서 등등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장

비들을  연결한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 LE, Z-

웨이브 두 가지를 지원한다.

더욱더 많은 기기와 장비들이 오늘날 사물인터

넷 생태계에 추가되고 있다. 다양한 기기와 장

비들을 서로 연결하고 물리적 환경에 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UX)을 만들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기존의 데스크탑과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빠른 방법은 앱테더링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발자는 기존 앱의 사용자 경

험을 매우 손쉽게 장비와 기기에 적용할 수 있

다. 사실상 POS,  요식업, 보건 의료, 제조, 배송 

등 모든 산업에서 즉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로

써 무한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다.  

개발자는 단일 오브젝트 파스칼 언어 코드만으

로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고, 혁신적

인 사용자 경험을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OS 모두에 제공할 수 있다. 비콘펜스는 엠바카

데로가 제공하는 사물인터넷의 일환이다. 개발

자는 “GPS없이” 정교하게 실내외의 사용자 위

치를 추적하고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물리적인 위치와 배치를 원과 도형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개발자는 물리적인 위치에 

비콘 펜스를 놓고 배치도를 그려 시각화하고, 위

치 정보를 센치미터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통합이 쉬운 

델 파 이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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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솔루션은 장비, 기기, 연결된 앱, 인터넷 사이에 데이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엠바카데로는 블루투스 WiFi, REST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하기 쉬운 컴포넌트들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결하게 해준다. 수집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양이 방대하므로 이것들을 저장, 필터링, 연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씽포인트 엣지 서비스(Thing-Point Edge Service)를 이용하면 사물인터넷 데이터 중 중요한 것만 중앙 저장소에 동기화되도록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프레임워크는 오픈되어있고, RAD 스튜디오 개발도구로 사물인

터넷 개발을 하려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

비주이노 프레임워크 (미토브 소프트웨어사: www.visuino.com)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은 이것이 실제로 구현된 좋은 사례이다. 익숙한 델파이 방식 즉 기능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고 설계할 수 있다. 개발 중에 소프트웨어를 돌려볼 때에는 굳이 하드웨어나 장비가 필요없다.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한 후 업로드하고 작동하면 된다.

Woll2Woll은 최초로
 파이어몽키 (FMX) 

기반의 외부 비콘 펜
스 편집기를 만들었다

. 

iOS와 안드로이드 장
비를 사용하여 비콘 

설치를 유연하게 설정
할 수 있다. RAD 

스튜디오에서 바로 작
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
ww.woll2woll.com

/beam



엠바카데로가 제공하는 파이어댁은 개발자를 
위한 유니버설 데이터 액세스 라이브러리이다. 
다양한 디바이스 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들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강력한 유니버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파이어댁은 델파이에서 고속 네이티브 
직접 연결을 통해 인터베이스, SQLite, 마이
SQL(MySQL), MS SQL, 오라클, PostgreSQL, 
DB2, SQL 애니웨어, 어드벤티지DB, 파이어버
드, 액세스, 인포믹스, 데이터스냅, NoSQL 데이
터베이스 몽고DB, 마리아DB로 연결한다.

파이어댁은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데이
터 액세스 계층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추상화하
고 단순화한다. 현실 세계에서 큰 부하를 감당해
야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
든 기능 역시 제공된다.

파이어댁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백엔드에 
액세스할 때 공통 API를 통한다. 하지만, 데이터
베이스 각각의 고유 기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
고, 성능도 희생하지 않는다. 파이어댁을 사용
한 델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iOS, 윈
도우, 맥OS, 리눅스 모두에서 작동될 수 있다.

오 늘 날 은 연 결 성 이 가 장 중 요 

RAD 스튜디오로
쉽게 구현한다!

34

파이어댁 (FireDAC)

VCL, 파이어몽키, 콘솔 등등

화면이 없는 기능 컴포넌트 (Comp)

로컬 데이터 저장소 (Dats )

데이터 어댑터 (DApt)

실행화면에 보여지는 컴포넌트와 폼 (GUIx )

디버그 & 성능 모니터 (M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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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우리는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 CData와의 1년에 

걸친 긴밀한 협업끝에 ‘엔터프라이즈 커넥터’가 

출시된다.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는 75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CData의 

어댑터를 우리의 파이어댁(FireDAC)을 통해 바로 

사용 한다.

RAD 스튜디오의 놀라운 파워는 매우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을 어느 도구보다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자동화 애플리

케이션을 FMX로 개발할 때 라이브 바인딩을 통

해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구성

하면 작업이 매우 쉬워진다.

35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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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베이스(InterBase)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크로스-플랫폼 SQL 데
이터베이스 엔진이다.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리눅스 모두에서 작동한다. 파이어
댁(FireDAC)이나 IBX를 통해 기존 또는 새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베이스에 쉽게 통합
된다. 체인지뷰 (Change Views), 임베디드 사용자 보안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까지 모든 것이 지원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가 제공된다.

인터베이스 사례는 단일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부터 수백명이 사용하는 복잡한 엔터
프라이즈 솔루션까지 매우 폭넓다.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총
소유비용이 현격하게 낮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필요한 ISV와 개발자들이 인터베이
스를 선택한다.

인터베이스는 의료, 철도, 다국적 POS, CRM, 긴급 대응 시스템 등 미션 크리티컬한 상
황에서 사용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베이스이다. 24시간 내내 작동 실
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킨다. 장비 안에
서 암호화되며 갑작스러운 방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가볍지만 매우 견고
하다. 인터베이스는 NASA의 화성 탐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다. 지구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도 좋다.

인터베이스 ISV 프로그램을 지금 알아보자.
https://www.embarcadero.com/products/interbase/var-program 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베이스의 기능과 사례들을 알면 놀랄 것이다. 독특한 사례를 들자면, 인터베이스
는 NASA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로써 우주왕복선과 화성탐사선에서 사용된다. 그곳
까지 DBA를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DEPLOY. RELAX. ENJOY.



리눅스

델파이는 멀티-티어와 서버 사이드 개발

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윈도우 분야에서 크

게 기여해왔다. 10.2 도쿄 버전부터는 이

제 리눅스 서버까지로 확장되었다. 웹서비

스, 웹브로커, 데이터스냅, RAD 서버용 새

로운 EMS 모듈들이 모두 리눅스에서도 작

동한다.

기존에 있던 많은 RAD 서버 윈도우 서버 애

플리케이션들을 손쉽게 (약간만 수정하면) 

리눅스로 전환할 수 있다. 파이어댁이 크로

스-플랫폼을 지원하는 덕분이다. 파이어댁

은 윈도우와 리눅스 모두에서 작동하며 여

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가장 훌륭한 액세스 성능을 제공한다.

아파치 모듈, IIS 모듈, 여러분의 REST 백

엔드 서비스, 윈도우 서비스, 기타 서버 사

이드 또는 콘솔 애플리케이션들을 윈도우

에서 리눅스로 쉽게 가져갈 수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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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 은 생 산 성

그 리 고 품 질

40

RAD Studio IDE(통합개발환경)는 모든 기능을 갖

춘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환경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들어있

다. 일부는 실제로 엠바카데로가 최초로 창안한 

것들이다. 통합디버거에는 왓치 (Watch), 중단점 

(Breakpoint), 툴팁 정보 (Tooltip insight)가 있어

서 표현식과 값들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 디버깅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 도구에서 바로 디버깅할 때 필요

한 모든 기능이 제공된다. 코드 에디터는 코드 작

성을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메

소드 자동완성과 코드에 바로 반응하는 도구들도 

들어있다.

화면이 없는 기능 컨트롤(논비주얼 컨트롤)들을

폼 디자이너에서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다.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스트럭쳐 창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컴포넌트 아이콘이 표시된다.

입력된 텍스트에 맞는 속성과

이벤트만 표시한다. 

(내장된 검색 기능으로 필터링)



41

IDE(통합개발환경)의 폼 디자이너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능들이 많다. 크로스-플랫폼 애플리

케이션 디자인 면에서 특히 그렇다. UI 화면은 한번

만 만든다. 그리고 나서 각 플랫폼 별로 단순 보정에

서 부터 완전히 새로운 변경까지 맞춤 보정을 한다.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특성을 추가하는 프로그래

밍 기법을 UI에 적용한 것이다. 플랫폼 별로 다른 모

습을 보이지만 컨트롤과 기능 자체는 실제로 하나이

다. 따라서 개발 속도가 현격하게 높아진다. 운영체

제(OS) 별로 화면을 따로 디자인하는데 드는 시간

이 필요없다. 만들고 있는 화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 디바이스에서 직접 보면서 개발할 수 있고, 플

랫폼 네이티브 컨트롤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 매우 강력한 디자인 도구가 된다. 

또한 디자인된 앱에 기능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신

속하게 앱을 완성하게 된다. 여러 플랫폼 용으로 앱

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눈에 띄게 강력

하고 신속하다.

코드 네비게이션 툴바 (Code Navigation Toolbar): 

클래스와 메소드를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다.

프로젝트 통계 (Project Statistics)

: 팀 생산성을 한눈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클립보드 히스토리 (Clipboard History)

: 이전에 복사해둔 텍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중 붙여넣기 (Multi-Pate)

: 이전 복사해둔 텍스트를 코드 에디터에서 

수정하여 붙여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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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는 통합 서비스 제공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 

300개 이상의 ISV(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들 중 

91%가 델파이를 사용하고 있고, 72%가 델파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기업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손쉽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델파이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때 파이어댁(FireDAC)은 정말 
유용하다. 파이어댁은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마이SQL(MySQL) 등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SQLite 등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등 서버 데이터베이스, 몽고
DB 등 NoSQL 데이터베이스 등을 네이티브로 연결한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임포트, 익스포트, 변형, 이동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01

02

“Yellow Ray 컨설팅 그룹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론 템플맨은 델파이 개발 
도구 그리고 델파이에 있는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지원 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다.” 

-론 템플맨, Yellow Ray 컨설팅 그룹 Inc. 

(캐나다 사스카툰 주, yellowray.ca)

DAR사는 통합 항공기 설계, 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델파이로 제공하고 있다. 

-Dr. Willem Anemaat, DAR사 대표 (미국 칸자스 주, 
www.darcorp.com)



43

ISV들은 러브스토리를  
“리메이킹”하는 중

“랜보스 소프트웨어사의 리처드 베렌은 네트워크 관리툴, 

워크플로우 솔루션, 클라우드 분야에서 델파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도권을 지키고 있다.”  

- Pangbourne (영국 버크셔, lanboss.com)

정말 멋진 델파이 기술 파트너 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덕분에 최신 기능이 필요해 추가해야 할 때 

언제나 관련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다. 

겟잇(GetIt) 패키지 매니저의 손쉬운 

컴포넌트 설치 방식이

원하는 프로젝트 기능 추가 방법과 결합되어

훨씬 더 간편해졌다.

03

ISV(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에게 소프트웨어 

출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개발과 출시를 델파이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는 없다.

https://www.embarcadero.com/

services/partners

04

“SMI 디벨롭먼트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포트, 로보틱스, 비전, 신뢰성 높은 
임베디드 시스템 개념 구현, 블루투스, USB, 시리얼 포트 통신의 장애 감내

(Fault Tolerant) 분야 등에서 델파이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Marcel Wittebrood (네덜란드 블레이스베이크, www.smidev.nl)



델파이에는 굉장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 이 중 혹시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기능들 몇 개만 여기에 

소개한다.

●  라이브 프리뷰(Live Preview): 앱 디자인 작업 중 실제 iOS나 안드로이드 장비에서 어떤 화면이 나

오는지 알고 싶다면? 델파이 폼 디자이너에서 편집 중인 화면이 실시간으로 실제 장비 화면에서 그

대로 나타난다. 장비를 델파이에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

●  앱 테더링: 데스크탑 앱은 이미 있고, 여기에 연동되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서로 통신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앱 테더링은 한 플랫폼에 있는 앱이 다른 플랫폼에서 작동되는 다른 앱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맥-윈도우, 안드로이드-맥, iOS-윈도우 등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게다가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들이 
혁신을 주도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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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수준이 높고, 쉽고, 사용하기 좋은 병렬 프로그래밍은 뛰어난 프로그

래밍 기법으로, 일명 ‘거룩한 잔(Holy Grai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델파이가 있다면, 바로 이 ‘거룩

한 잔’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데스크탑 브릿지: 데스크탑 앱을 윈도우 스토어에 올리고 싶다면?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때와 같이, 

빌드 타겟의 플랫폼 선택 시 윈도우 스토어를 선택하고 빌드만 하면 된다. 윈도우 스토어에 배포하

기 위해 다른 개발자들이 고생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수월하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

을까? 델파이에서는 너무 쉽다.

델파이 개발환경과 컴파일러는 메모리 인식 범위가 매우 크다. 따라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도 간단히 

처리한다. 최근 버전에서는 개발 환경 픽스 팩(Fix pack)에 수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왔다. 그리고 앞

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 델파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델파이이다.



교육 분야에서 델파이는 완벽하다. 명확하며 이

해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과 중요한 컴퓨터 과학 

원칙들을 숨겨놓지 않는다.

파스칼 언어가 현대식이며 강력한 객체 지향으

로 진화한 것이 델파이이다. 파스칼은 개발사고

력과 실습을 잘 지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이다. 

46

가장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즐긴다!

2016년 9월, 엠바카데로는 “무료” 델파이 스타터 에디션을 처음 소개했다. 학생과 비상업적 목적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이기에 상업용에 비해 기능이 약하지만 교육용으로는 최고인 무료 개발 환

경이다.  이미 수만명이 넘게 다운로드한 것을 보면, 비주얼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도구를 교육 현

장에서 얼마나 원해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스타터 에디션은 앞으로도 새 기능이 추가되고 지

속적으로 향상된다. 스타터 에디션에는 입문자용 무료 교과서와 델파이 학습용 기타 자료들이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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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학습할 때 델파이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엠바카데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만개의 라이선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매년 무상 제공되고 있다.



델파이는 2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개발 컨퍼런스 95 웨스트에서 출시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개발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델파이 기본 전제를 추구하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델파이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매우 경쟁력있는 영역들을 구축했으며, 열정적인 개발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큰 사회를 형성해왔다. 해를 거듭하는 지속적인 투자로 델파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과 페이스를 맞추어가고 있다.

2 2 년 의 

성 공

48

더 읽을 거리  - 마르코 칸투가 델파이의 지난 20년을 멋지게 요약했다. 블로그 
포스팅을 읽으려면:
http://blog.marcocantu.com/blog/2017-january-22years-delph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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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은 미래의 핵심이다. 미래에는 우리의 일상 

생활이 기술과 깊숙히 통합된다. 델파이의 성공은 곧 

열정을 가진 개발자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델

파이 사회는 언어의 우아함과 단순함을 소중히 아낀

다.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과 

속도 또한 탁월하다.

미 래 를
함 께
만들어 가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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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ichi



엠바카데로 도구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

하고 관리하는 엘리트 개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엠바카데로는 개

발자들의 옹호자이며, 수준 높은 보안성과 확장성을 갖춘 엔터프라이

즈 애플리케이션을, 업계의 어느 도구보다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채택하고 있다. 포춘100 중 90개사, 전세

계 3백만명이 넘는 적극적인 개발자 사회에서 엠바카데로를 적극 신뢰

하고 있다. 이미 지난 30년이 넘도록 각종 수상을 통해 증명된 기술들

이다.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했다! 

신속한 개발을 위한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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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춘100 기업 중 90개사

●   200 여개국의 3백만 개발자들

●   강력한 글로벌 R&D 네트워크

●   수천개가 넘는 강력한 애플리케이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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