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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글

이 책의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책의 볼륨이 상당해서 과연 끝마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

었습니다. 오브젝티브-C의 내용도 포함하면서 iOS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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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주로 봐왔기에 어떻게 번역해야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저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

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가능한 한 직역을 해서 원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대로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이면서도 상당히 깊은 주제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직접 코딩을 해봐야 이해되는 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자들 또한 코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진행하니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iOS 프로그래밍을 습득

하는 데 이 책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고나기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iOS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번역하느라 잘 챙겨주지 못한 사랑스러

운 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선, 백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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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개발자가 되려면 세 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오브젝티브-C 언어를 배워야 한다. 오브젝티브-C는 C 언어를 약간 확장한 간결한 언어다. 이 

책 앞부분의 네 개 장을 본 후에는 오브젝티브-C의 실무 지식을 갖추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메모리 관리 기법, 델리게이트, 데이터 저장, 뷰 컨

트롤러의 사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만, 이 책의 중간까지 읽은 후에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프레임워크를 정복해야 한다. 최종 목표는 iOS의 모든 프레임워크에 있는 모든 클래스와 모든 

메소드의 사용법을 아는 것이다. 이는 평생 걸릴 프로젝트다. iOS에는 3000여 개의 메소드와 

200여 개의 클래스가 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애플이 새로운 iOS 버전마다 새 클래스와 새 메

소드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iOS SDK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시스템을 살펴보지

만 모든 하위 시스템을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을 애플의 참고문서

를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끄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의 내용을 빅 너드 랜치(Big Nerd Ranch)의 iOS 개발 교육을 위한 부트캠프에서 여러 

차례 사용해 왔다. 이 책의 내용은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수백 명 이상이 iOS 앱 개발자가 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지식

여러분은 이미 iOS 앱을 개발하려는 충분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

이팟 터치가 매력적인 기술임을 확신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다.

또한 이 책은 여러분이 C 언어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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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오브젝티브-C, 날개를 달다: 아론 힐리가스의 Objective-C 프로그래밍》(또는 《아이폰

과 맥 OS X 개발을 위한 오브젝티브-C 2.0》) 같은 C 언어와 오브젝티브-C 관련 입문서를 먼저 

읽기를 바란다.

2판에서 바뀐 부분

먼저 제목을 아이폰 프로그래밍에서 iOS 프로그래밍으로 바꿨다. 바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판에는 아이패드를 위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만 있는 팝오버

(UIPopovercontroller)와 스플릿 뷰 컨트롤러(UISplitViewController)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코어 데이터가 첫 버전 이후 상당히 발전되어 SQLite를 직접 사용하는 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중요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코어 데이터를 앞으로 옮겼다.

푸시 노티피케이션과 블록에 대한 새로운 장들을 보게 될 것이다. 소스 코드 정적 분석기와 인스트

루먼트(Instruments)를 사용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장을 추가했다.

2판에서는 Xcode 4를 사용했다. Xcode 4를 구하는 방법은 서문의 마지막 절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같은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 외에도 독자와 수강생들이 제기한 질문을 바탕으로 수천 개의 

작은 사항들을 개선했다. 1판을 읽어본 독자들은 이 책의 모든 부분이 초판의 해당 부분보다 더욱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 철학

이 책은 여러분에게 iOS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들을 전달한다. 그리고 많은 양의 코드를 입력해 

여러 앱들을 만들게 한다. 이 책을 마칠 때면, 여러분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러나 먼저 모든 지식을 가르치고 나서 실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렇

게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실습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취한다. 개념과 실제 코딩을 함께 익혀 

나갈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지난 몇 년간 iOS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면서 필자들이 알게 된 것이다:

 ■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 앱 개발자가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런 개념들은 필요할 때 소개해야 가장 잘 이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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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래밍은 지식과 경험을 병행해야 학습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직접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종종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전에 

코드를 먼저 입력하라고 한다. 아마도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코드를 입력만 하는 잘 훈련된 

원숭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딩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

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디버깅 과정에서 복잡한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이유

로 코드를 직접 입력하기를 권유한다. 단순히 코드를 내려받을 수도 있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

는 것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더 잘 배우길 바란다.

독자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방식은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

리를 믿고 따르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 책의 각 장을 진행하면

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여 여러분이 편안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

리를 믿고 따라와야 할 때도 있다(이런 방식이 불편하다면 계속 읽어나가라.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나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일부러 모든 지식을 

한 번에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개념이 당장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뒷부분

에서 필요할 때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시작할 때는 명확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처음으로 구현한 순간 

갑자기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은 다르다. 개념이 필요할 때 전달하는 우리의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려

워할 수도 있다. 만약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해보자:

 ■ 숨을 크게 쉬면서 기다린다.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 인덱스를 살펴본다. 뒤에 나오는 심화된 내용을 미리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 온라인 애플 문서를 확인해본다. 애플 문서는 필수적인 개발자 도구이며, 앞으로 수없이 사용

하게 된다. 미리 찾아보고 자주 참조한다.

 ■ 만약 오브젝티브-C 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어렵다면 《오브젝티브-C, 날개를 달

다: 아론 힐리가스의 Objective-C 프로그래밍》(또는 《아이폰과 맥 OS X 개발을 위한 오브젝티

브-C 2.0》)과 같은 C 언어와 오브젝티브-C 관련 입문서를 먼저 읽어본다.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우리가 빅 너드 랜치(Big Nerd Ranch: 필자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수

업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수업방법에 맞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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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매일 한 장씩 공부할 거야.”와 같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한 장을 공략하려 할 때 적어

도 한 시간은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라. 이메일, 트위터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을 

모두 꺼라. 멀티태스킹보다는 집중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라. 먼저 한 장을 전부 읽어도 된다. 하지만 직접 코딩을 해야 비로소 진정

으로 자기 것이 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해봐야, 더 중요하게는 디버깅을 해 봐야 진정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몇몇 연습문제는 보조적인 파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에서는 퀴즈 앱을 위한 아이

콘이 필요하다. 리소스와 솔루션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bignerdranch.com/solutions/iOSProgramming.zip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남북전쟁에 대해 배울 때는 여러분이 이미 이해한 것에 구체적인 

사실들만 더해가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지 러닝(Easy Learning)”이라 한다. 그렇다. 남북전쟁에 

대해 배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당황할 필요 없이 차근히 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iOS 프로그래밍은 “하드 러닝(Hard Learning)”이다. 아마 처음 며칠은 상당히 혼

란스러울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의 학습곡선을 완만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미 iO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을 찾아라. 특

히 첫 앱을 디바이스에 올릴 때에는 경험자의 도움이 없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 잠을 충분히 잔다. 잠이 모자라면 뭘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OS 개발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개념을 가르치고 

나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한다.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각 장의 뒷부분에서 도전해 

볼 만한 주제를 소개한다. 최소한 몇 개는 도전해보길 권장한다. 이 주제들은 각 장에서 배운 개념

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주며 iOS 프로그래밍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각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좀 더 흥미 있는 분을 위해” 섹션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개념을 활용할 방법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어느 정도 쉬운 앱을 개발하고 디바이스에 설치하면서 iOS 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프

로젝트 및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Xcode와 iOS 시뮬레이터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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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과 3장에서는 오브젝티브-C와 메모리 관리에 대한 개요를 배운다. iOS 앱을 만들지는 않지만 

RandomPossessions라는 툴을 작성하고 디버깅할 것이다. (이 툴은 계속 사용될 것이며 10장에서 

소개되는 Homepwner 앱에서는 이와 관련된 클래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코어 로케이션과 맵킷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Whereami라는 지도 앱을 만들 것이

다. 델리게이션 디자인 패턴, 프로토콜, 프레임워크, 객체 다이어그램 및 애플 문서를 사용해 볼 것

이다.

6장과 7장에서는 Hypnosister와 HypnoTime 앱을 통해 iOS 유저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

다. 스크롤, 확대, 탭 바를 이용한 화면 간 이동과 함께 뷰와 뷰 컨트롤러를 사용해본다.

8장에서는 가속센서를 다룬다. 흔들기 제스처를 포함한 동작 이벤트를 다루기 위해 가속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터링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HypnoTime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가속센서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9장에서는 노티피케이션과 회전에 대해 배우면서 HeavyRotation이란 앱을 만든다. 또한 

HeavyRotation을 아이패드 화면에도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오토리사이징을 사용할 것이다.

10장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애플케이션인 Homepwner를 소개한다(“Homepwner”는 오타가 아

니다. “pwn”의 의미는 www.urbandictionary.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앱은 화재나 재난에 대비

해 여러분의 소지품 목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Homepwner는 총 아홉 개의 장을 통해 구현이 완

료된다.

10장, 11장, 16장에서 여러분은 정보 목록을 표시한다. 테이블 뷰, 뷰 컨트롤러, 데이터 소스에 관

해 배운다. 데이터를 테이블에 표시하는 방법, 사용자가 테이블을 편집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인

터페이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12장에서는 7장에서 배운 내비게이션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UINavigationContoller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Homepwner에 좀 더 정교한 인터페이스와 네비게이션 바를 추가한다.

13장에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방법과 이미지를 Homepwner에서 표시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

운다. NSDictionary와 UIImagePickerController도 배울 것이다.

14장에서는 아이패드를 위한 UIPopoverController와 모달 뷰 컨트롤러에 대해 배운다. 여기에서

는 Homepwner를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에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앱으로 만든다.

15장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NSCoding 프로토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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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Homepwner 앱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다. 또한 멀티태스킹과 액티브, 백그라운드, 일시 중지

와 같이 앱 상태를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17장은 코어 데이터에 대한 도입부다. NSManagedObjectContext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

러오도록 Homepwner 앱을 변경할 것이다.

18장에서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지역화(localization)의 개념과 기법을 소개할 것이다. 

Homepwner를 지역화하면서 NSLocale, 문자열 테이블, NSBundle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 장에서 

Homepwner 앱이 완성된다.

19장에서는 사용자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NSUserDefaults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20장에서는 TouchTracker라는 그림 그리기 앱을 만든다.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방법과 터치 이벤트

에 대해 배운다. 또한 최초 응답자와 응답자 체인의 개념을 접하게 될 것이다. NSDictionary도 더 

연습하게 될 것이다.

21장에서는 TouchTracker의 성능과 메모리 문제를 디버깅하면서 인스트루먼트에 대해 배운다. 

Xcode의 기능과 소스 코드 정적 분석기에 대해 다룰 것이다.

22장과 23장에서는 HypoTime 앱에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면서 레이어와 코어 애니메이션 프레임워

크를 소개한다. 뷰 객체의 애니메이션 기능과 CABasicAnimation, CAKeyframeAnimation 같은 애

니메이션 객체에 대해 배운다.

24장에서는 오브젝티브-C의 중요한 두 개념인 블록과 카테고리를 다룬다.

25장에서는 Nerdfeed 앱을 만들면서 웹 서비스의 세계로 나아간다. Nerdfeed 앱은 

NSURLConnection과 NSXMLParser를 사용해 서버로부터 RSS 피드를 가져와서 해석한다. 또한 

UIWebView로 웹 페이지를 표시한다.

26장에서는 UISplitViewController에 대해 배우고 아이패드의 큰 화면을 이용하기 위해 

Nerdfeed 앱에 스플릿 뷰 UI를 추가한다.

27장에서는 MediaPlayer 앱을 만들면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오

디오 및 비디오 리소스를 저장하는 위치, 스트리밍 한계, 저수준의 오디오 API에 대해 배운다. 

MediaPlayer가 백그라운드 상태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하면서, 백그라운드 실행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도 배운다.

28장에서는 맥(Mac) 데스크탑을 위한 코코아 앱을 만든다.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탑 앱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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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날개를 달다20

봉쥬르(Bonjour)를 사용하는 iOS 앱도 만든다. 데스크탑 앱이 검색되면 HTTP를 이용해 통신한다.

29장에서는 여러분의 iOS 디바이스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도록 데스크탑 앱을 확장할 것이다.

이 책의 설명방법

이 책에는 많은 양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코드와 코드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일관된 방

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패턴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때때로 애플의 예제나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코드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당

장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 오브젝티브-C에서는 점 표기법(dot-notation)으로 알려지기도 한 접근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을 지원한다. 이 책에서는 점 표기법을 설명은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초심자에

게는 점 표기법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애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구현한 UIViewController의 하위 클래스에서는 지정된 초기화 메소드를 init으로 바

꾼다. 인스턴스의 생성자가 뷰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XIB 파일의 이름 또는 XIB 파일을 갖는지

조차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우리는 뷰 컨트롤러를 항상 코드에서 생성할 것이다.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뷰 컨트롤러를 XIB 

파일 내에서 인스턴스화한다. 우리는 이런 관행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거나 디버그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우리는 거의 항상 프로젝트를 가장 단순한 윈도우 기반 앱(window-based application)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시작한다. 다른 프로젝트 템플릿에 포함된 반복되는 코드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규칙을 따라야 코드를 이해하고 유지보수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방식대로 이 

책을 따른 후, 우리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규칙을 어겨보기 바란다.

이 책에 사용한 서체

이 책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항목별로 특정 서체를 사용했다. 클래스, 메소드, 함수 이름은 고정폭 

서체(Courier New)의 볼드체다.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메소드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 

책에서 메소드 이름과 함수 이름은 같은 형태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RexViewConroller 클래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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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View 메소드에서 값을 콘솔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NSLog 함수를 사용한다.”

변수, 상수, 타입(type) 이름은 고정폭 서체지만 볼드체는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변수 

fido는 float 타입이다. M_PI로 초기화하라.”

앱과 메뉴 선택은 고딕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Xcode에서 File ➪ New Project를 선택하라.”

모든 코드는 고정폭 서체(Courier New)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입력할 코드는 항상 볼드체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에서는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입력해야 한

다(이 줄들은 이미 코드에 들어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위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interface QuizAppDelegate : NSObject <UIApplicationDelegate> {
	 int	currentQuestionIndex;

	 //	모델 객체

	 NSMutableArray	*questions;
	 NSMutableArray	*answers;

	 //	뷰 객체

	 IBOutlet	UILabel	*questionField;
	 IBOutlet	UILabel	*answerField;
 UIWindow *window;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항

iOS 앱은 인텔 맥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 Xcode(애플의 통합개발환경), iOS 시뮬레이터, 여러 개발 

툴을 포함하고 있는 애플 iOS SDK를 내려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연간 99달러의 애플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 최신 개발 툴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서명된 앱만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고, 가입한 개발자만 서명할 수 있다. 여러분의 앱을 디바이

스에서 테스트하려면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독파하려 한다면 iOS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은 충분히 가치 있다. http://developer. 

apple.com/programs/ios/에서 가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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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디바이스들은 어떤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개발하는 앱들은 대부분 아이폰용이지만 아이패드

에서도 실행시킬 수 있다. 아이폰용 앱은 아이패드 화면에서 아이폰 크기로 보인다. 아이패드를 당

장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이 iOS를 시작할 때는 그것도 괜찮다.

먼저 iOS SDK의 기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내용들은 iOS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 책의 뒤에서는 아이패드에만 해당하는 몇 가지 옵션과 iOS 디바이스 모두에서 자연

스럽게 동작하는 앱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벌써 흥분되는가? 좋다. 이제 시작해보자!

iOS 5와 Xcode 4.2에 대해

이 책은 iOS 4, Xcode 4 및 Xcode 4.1을 사용해 진행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런데 출판될 즈

음 애플에서 iOS 5와 Xcode 4.2가 2011년 가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몇 가지 변경사항과 

새로운 기능들은 이 책의 코드와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http://forums.bignerdranch.com/viewforum.php?f=71에 있는 빅 

너드 랜치 포럼을 방문해서 점검하면 된다. iOS 4와 iOS 5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코드와 

지시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변경사항들은 프로그래머와 프로그래밍 책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 적응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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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장. 간단한 iOS 앱

이 장에서는 첫 번째 iOS 앱을 만들어본다. 그저 흉내만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은 흉내 내기만으로도 충분하다. 흉내 내기는 아주 훌륭한 학습방법이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흉내 

내기로 배웠고, iOS 프로그래밍도 흉내를 내는 것으로 배울 것이다. 차차 익숙해지면 창의적인 프

로그램도 만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보여주는 것을 따라 하도록 하자. 설명은 뒤에서 한다.

iOS 앱을 작성할 때는 다음 두 질문의 답을 생각해봐야 한다.

 ■ 어떤 방법으로 객체를 만들고 설정할 것인가? (예: “이 자리에 Show Estimate라는 버튼을 만

들고 싶다.”)

 ■ UI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하고 싶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다.

iOS 앱이 시작할 때 스크린에 윈도우를 올려놓는다. 이 윈도우를 버튼, 라벨 등 다른 모든 요소가 

표시될 백그라운드로 생각해도 된다. 윈도우 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은 뷰다.

iOS SDK는 객체지향형 라이브러리다. 윈도우와 뷰는 객체로 표현된다. 윈도우는 UIWindow 클래

스의 인스턴스다. 뷰는 UIView 클래스의 몇 가지 서브클래스 중 하나의 인스턴스다. 예를 들면 버

튼은 UIView 클래스를 상속한 UIButt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간단한 iOS 앱

Chapter 01

IOS1-10-출력.indd   25 2011-12-17   오후 12:32:25



iOS, 날개를 달다26

윈도우에 뷰를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프로그램 코드로 뷰를 만들고 UIWindow에 추가한다.

 ■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해 뷰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여러분의 첫 번째 iOS 앱을 위해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해 뷰를 윈도우에 추가한다. Quiz라고 명

명한 이 앱은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한 버튼을 누르면 답을 보여준다.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제를 보여준다(그림 1.1).

그림 1.1  첫 번째 앱: Quiz

Xcode 프로젝트 만들기

Xcode에서 File ➪ New ➪ New Project를 선택한다.

새 워크스페이스 윈도우가 나타나고 여러 앱 템플릿을 보여주는 시트가 툴바로부터 미끄러져 나온

다. iOS ➪ Application ➪ Window-based Application(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을 선택하고 Next 버

튼을 누른다(그림 1.2).

다음 윈도우(그림 1.3)에서 Product Name을 Quiz라고 지정한다. Company Identifier에는 com.

bignerdranch(또는 bignerdranch 대신 여러분의 회사 명)을 입력한다. Device Family로는 iPhone

을 선택하고 체크박스는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Next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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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장. 간단한 iOS 앱

그림 1.2  프로젝트 만들기

그림 1.3  프로젝트 이름 짓기

(아이폰용 앱으로 개발하지만 아이패드에서도 동작한다. 아이폰 크기 윈도우로 동작하므로 아이패

드의 큰 화면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당장은 괜찮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 만드는 앱에서는 아이

폰 디바이스 패밀리 템플릿을 사용한다. 전반부에서는 iOS SDK의 기본을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이 기본 사항들은 iOS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아이패드 전용 클

래스를 살펴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두 디바이스에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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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다.)

이 책의 모든 실습 과제를 저장할 디렉터리에 Quiz 프로젝트를 저장하도록 하자. (로컬 git 리포지

터리(repository) 생성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해도 문제없다.)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면 Xcode 워크스페이스 윈도우가 나타난다(그림 1.4). 워크스페이스 윈도우

의 왼쪽 영역은 내비게이터 영역이라 한다. 내비게이터 영역 위에 있는 내비게이터 선택기에서 다

양한 종류의 내비게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여주는 것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다. (프

로젝트 내비게이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비게이터 선택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림 1.4  Xcode 워크스페이스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버튼, 뷰, 가젯의 수에 놀라지 마라. 이 장에서는 몇 가지만 자세히 다루고, 

뒤에서 필요할 때 설명할 것이다. 마우스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파일을 보여준다(그림 1.5). 파일은 폴더로 그룹을 지

을 수 있다. 몇 가지 그룹은 템플릿이 만들어준다. 그룹명을 바꾸거나 새 그룹을 추가할 수 있다. 

그룹은 단지 파일 관리를 위해 사용할 뿐, 파일시스템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MainWindow.xib 파일을 찾아보라. 이 파일은 인터페이스를 저장하고 있

다. MainWindow.xib를 클릭해 편집기 영역에서 열어본다.

내비게이터 선택기 편집기 영역

내비게이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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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보이는 Quiz 앱 파일

인터페이스 만들기

다른 플랫폼의 수많은 GUI 빌더에서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술하고 버튼을 누르면 다량의 코

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Xcode 인터페이스 빌더는 다르다. Xcode 인터페이스 빌더는 객체 편집

기다. 버튼, 라벨 같은 객체를 윈도우처럼 만들고, 설정하고, 아카이브로 저장한다. 아카이브는 하

나의 XIB(“집”이라고 읽는다) 파일이다.

XIB 파일은 아카이브된 객체를 XML로 표현한 것이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XIB 파일은 NIB 파일

로 컴파일된다. 개발자는 XIB 파일을 조정하고(일하기가 더 수월하다) 앱은 NIB 파일을 사용한다

(더 작고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많은 iOS 개발자들이 XIB과 NIB이란 단어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

고 혼용한다.

앱을 만들 때 컴파일된 NIB 파일은 앱의 번들(bundle)로 복사된다. 사실 iOS 앱은 실행파일과 리소

스를 담고 있는 디렉터리다. 이 디렉터리를 번들이라 한다. 앱이 NIB 파일을 읽을 때 아카이브된 

객체는 되살아난다. 이 장에서 만든 첫 번째 앱은 MainWindow.xib에서 만든 하나의 NIB 파일을 

가지며 MainWindow.xib은 앱이 처음 시작할 때 로딩된다. 복잡한 앱은 여러 개의 NIB 파일을 가

질 수 있고 NIB 파일은 필요할 때 읽혀진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XIB 파일을 선택하면 편집기는 아웃라인 뷰와 캔버스를 표시한다(그림 

1.6). 아웃라인 뷰는 편집기의 왼쪽에 있다. 이는 XIB 파일 내의 객체를 보여준다. 아웃라인 뷰의 

좌하단 코너에 있는 디스클로저 버튼을 클릭하면 독으로 줄어든다. 독은 내용을 조금 보여주지만 

화면이 부족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학습하는 동안에는 아웃라인 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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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편이 좋다.

그림 1.6  Xcode에서 XIB 편집하기

아웃라인 뷰(outline view)에서 보면 MainWindows.xib는 네 개의 객체를 갖고 있다.

파일 소유자 UIApplication의 인스턴스다. 앱의 이벤트 큐(event queue)를 관리한다.

최초 응답자  이 객체는 iOS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데스크탑 코코아(Cocoa)의 

흔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Quiz 앱 델리게이트 	QuizAppDelegate의 인스턴스로서 Xcode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었

다. 이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편집한다.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는 2장

에서 좀 더 설명한다.)

윈도우 UIWindow의 인스턴스로 앱의 윈도우를 나타낸다.

아웃라인 뷰 캔버스

독/아웃라인 뷰 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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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영역의 캔버스(canvas) 부분은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고 조작하는 곳이다. 아웃라

인 뷰에서 Window 객체를 클릭해 캔버스에 표시해보자(그림 1.7). 파란 테두리가 처진 영역 안으

로 윈도우를 드래그해 움직여본다. 윈도우를 움직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없으며 단지 캔버스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좌측 상단의 x를 클릭해 윈도우를 닫자. 이 또한 윈도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

다. 단지 캔버스에서 지웠을 뿐이다. 아웃라인 뷰에서 선택하면 다시 나타난다.

그림 1.7  윈도우 객체를 보여주는 캔버스

그림 1.7에 보이는 윈도우 객체는 기본적인 UI의 모습으로 앱에서도 똑같이 보인다. 그림 1.1로 돌

아가보면, Quiz 앱은 네 개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텍스트 라벨 두 개와 버튼 두 개)를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유틸리티 영역을 살펴보자. Xcode 우측 상단 코너에서 View 

( ) 버튼을 찾는다. 이 버튼은 내비게이터, 디버그 영역, 유틸리티를 불러온다. 우측 버튼

을 클릭해 유틸리티 영역을 불러오자(그림 1.4).

유틸리티 영역은 편집기 영역 우측에 나타나고 인스펙터와 라이브러리라는 두 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다. 인스펙터는 위쪽 섹션으로 편집기 영역에 현재 표시된 파일의 설정을 보여준다. 라이브러리

는 아래쪽 섹션으로 파일이나 프로젝트에 추가 가능한 항목을 보여준다.

IOS1-10-출력.indd   31 2011-12-17   오후 12:32:27



iOS, 날개를 달다32

각 섹션 위에는 인스펙터와 라이브러리의 다른 타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기가 있다(그림 1.8). 라이

브러리 선택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면 객체 라이브러리가 나타난다. 객체 라이브러리는 XIB 파

일에 추가 가능한 객체를 보여준다.

 

그림 1.8  Xcode 유틸리티 영역

목록을 스크롤-다운하거나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 Label을 찾는다. Label을 선택

해 캔버스에 있는 윈도우 위로 드래그한다. 이 라벨을 윈도우의 가운데 위쪽으로 위치시킨다. 또 

다른 라벨을 윈도우 위로 드래그하고 윈도우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시킨다. 그 다음으로 라이브러

리에서 Round Rect Button을 찾아 두 개의 버튼을 윈도우에 드래그해 각각의 라벨 밑에 하나씩 위

치시킨다. 객체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드래그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네 개의 객체를 충분히 

넓혀 윈도우 크기에 맞게 조정한다.

자, 이제 버튼에 도움이 될 만한 타이틀(title)을 지정해보자.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타이틀을 편집

할 수 있다. 위쪽 버튼을 Show Question이라고 지정하고, 아래쪽 버튼을 Show Answer라고 하자. 

라벨의 텍스트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할 수 있다. 위쪽 라벨을 비어두고 아래쪽 라벨을 ???로 바꾼

인스펙터 셀렉터

인스펙터

유틸리티 영역

라이브러리 셀렉터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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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윈도우는 그림 1.9처럼 보일 것이다.

라벨과 버튼은 (UILabel과 UIButton 타입의) 객체다. 객체는 작동방식과 형태를 기술하는 인스턴

스 변수를 가진다. 예를 들면 상위 버튼의 타이틀을 입력할 때는 버튼의 title이란 인스턴스 변수

값을 설정한 것이다. 어떤 인스턴스 변수들은 캔버스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틸리

티 영역에서 편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라벨은 textAlignment란 인스턴스 변수를 가진다. 디폴트 

값은 왼쪽 정렬이지만, 여기서는 중앙 정렬로 하고 싶다. 아래쪽 라벨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선택기

에서  아이콘을 선택한다.

이 인스펙터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서 선택된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 상단에 세 

가지 정렬 옵션이 있다. 그림 1.10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 정렬을 선택한다.

이제 ???가 아래쪽 라벨의 중앙에 보일 것이다. 위쪽 라벨의 텍스트도 중앙 정렬한다. (지금은 아

무 글자도 없지만 작동 중인 앱에서는 나타날 것이다.)

이제 앱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었다. 그렇지만 코드 입력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프로그래밍 이론

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9  윈도우에 버튼과 라벨 추가하기 그림 1.10  라벨 텍스트를 중앙 정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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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뷰-컨트롤러

여러분은 아마도 iOS 프로그래머들이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객체가 모델 객체, 뷰 객체, 또는 컨트롤러 객

체 중의 한 가지라는 것이다.

뷰 객체는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Quiz 앱에서 버튼, 라벨 및 윈도우는 모두 뷰 객체다. 뷰는 대부분 

표준 UIView의 하위 클래스(UIButton, UISlider)지만, 때로는 커스텀 뷰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한

다. 커스텀 뷰 클래스는 DangerMeterView나 IncomeGraphView 같은 이름을 붙인다.

모델 객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UI와는 관계없다. Quiz 앱에서 모델 객체는 questions와 answers

라는 두 개의 스트링 배열을 가진다. 그림 1.11은 Quiz 앱 모델 객체의 객체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1.11  Quiz 앱 모델 객체의 다이어그램

모델 객체는 보통 표준 컬렉션 클래스(NSArray, NSDictionary, NSSet)와 표준 밸류 타입

(NSString, NSDate, NSNumber)을 사용한다. 하지만 커스텀 클래스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InsurancePolicy나 PlayerHistory처럼 데이터를 가지는 객체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뷰와 모델 객체는 앱의 일꾼 역할을 한다. 이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면, 

UILabel의 인트턴스(뷰 객체)는 지정된 사각형 안에 지정된 폰트로 텍스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

고 있다. NSString 인스턴스(모델 객체)는 문자 스트링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라벨

은 어떤 텍스트를 표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스트링은 어떤 문자를 저장해야 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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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컨트롤러 객체가 개입하는 곳이다. 컨트롤러는 앱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 뷰 객체와 모

델 객체를 동기화하고 앱의 “흐름”을 조절하며 모델 객체를 파일시스템에 저장한다(그림 1.12).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작성할 클래스 중 재활용하기 어려운 클래스이며 ScheduleController나 

ScoreViewController 같은 이름을 가진다.

그림 1.12  MVC 패턴

템플릿으로부터 새로운 iOS 프로젝트를 만들 때 템플릿은 자동으로 컨트롤러 객체를 만든다. Quiz 

앱에서는 QuizAppDelegate가 컨트롤러다. 대부분의 앱은 한 개 이상의 컨트롤러 객체를 갖지만 

Quiz 앱처럼 간단한 앱은 단 한 개만 필요하다.

QuizAppDelegate 컨트롤러의 태스크 중 하나는 ShowQuestion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새로운 

질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QuizAppDelegate의 메소드 중 하나가 호출된다. 이 메

소드는 질문 배열 중에서 새로운 질문 하나를 추출해 한 라벨에 놓는다. 이런 상호작용이 Quiz 앱

의 객체 다이어그램에 표현되어 있다(그림 1.13).

이 다이어그램은 Quiz 앱의 큰 그림이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장

의 말미에는 좀 더 완벽해질 것이다. 5장에서 객체 다이어그램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다.

User Input

뷰

사용자는 뷰 객체와 상호작용한다

뷰는 컨트롤러에 

메시지를 보낸다

컨트롤러는 모델 객체의 

변화로 뷰를 갱신한다

컨트롤러는 뷰가 관심 있어 하는 

모델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

컨트롤러는 모델 

객체를 갱신한다

컨트롤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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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Quiz 앱의 객체 다이어그램

선언

QuizAppDeleagate는 연관관계와 책임소재를 관리하기 위해 다섯 개의 인스턴스 변수와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하다. 이 섹션에서는 QuizAppDelegate의 헤더 파일인 QuizAppDelegate.h에서 이들

을 선언한다.

인스턴스 변수 선언하기

다음은 QuizAppDelegate가 필요로 하는 다섯 개의 인스턴스 변수다.

questions NSString의 인스턴스를 담는 NSMutableArray의 포인터

answers NSString의 인스턴스를 담든 또 다른 NSMutableArray의 포인터

currentQuestionIndex questions 배열에서 현재 question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int 형 변수

뷰

컨트롤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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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Field 현재 질문이 표시될 UILabel의 포인터

answerField 현재 답변이 표시될 UILabel의 포인터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QuizAppDelegate.h를 선택한다. 중괄호({ }) 안에 다섯 개의 인스턴스 

변수의 선언을 추가하자. (볼드체에 주목하자. 이 책에서 여러분이 추가해야 할 코드는 항상 볼드

체다. 볼드체가 아닌 코드는 새로운 코드를 입력할 위치를 알려준다.)

@interface QuizAppDelegate : NSObject <UIApplicationDelegate>
{
 int	currentQuestionIndex;

	 // 모델 객체

	 NSMutableArray	*questions;
	 NSMutableArray	*answers;

	 // 뷰 객체 –	IBOutlet 매크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곧 설명할 것이다.

	 IBOutlet	UILabel	*questionField;
	 IBOutlet	UILabel	*answerField;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Window *window;

@end

(문법이 걱정되는가?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장에서 오브젝티브-C 언어에 대해 좀 더 배울 

것이다. 지금 당장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자.)

메소드 선언하기

각각의 버튼은 QuizAppDelegate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메소드는 일련의 인스트럭션이 실행된다는 

점에서 함수와 많이 비슷하다. QuizAppDelegate.h에서 @property로 시작하는 줄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하도록 하자. (@property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한다. 당장은 무시해도 된다.)

@interface QuizAppDelegate : NSObject <UIApplicationDelegate>
{
    int currentQuestionIndex;

 // 모델 객체

 NSMutableArray *questions;
 NSMutableArray *answers;

 // 뷰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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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Outlet UILabel *questionField;
 IBOutlet UILabel *answerField;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Window *window;

-	(IBAction)showQuestion:(id)sender;
-	(IBAction)showAnswer:(id)sender;

@end

QuizAppDelegate.h를 저장한다.

방금 선언한 IBOutlet과 IBAction이 어떤 일을 할까? 그들은 XIB 파일에서 컨트롤러와 뷰 객체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커넥션 만들기

Quiz 앱이 MainWindow.xib에서 인터페이스를 불러올 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객체는 메모리에 

떠다니게 된다. QuizAppDelegate(컨트롤러 객체)는 메모리에서 라벨(뷰 객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아야 무엇을 표시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버튼(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뷰 객체)은 QuizAppDelegate

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버튼이 눌렸을 때 알려줄 수 있다. 객체는 커넥션이 필요하다. 커넥션으로 

객체에게 다른 객체가 메모리에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1.14는 Quiz 앱의 커넥션을 보여준다. 어떤 커넥션은 템플릿이 미리 만들어주었고(예를 들면 

QuizAppDelegate의 window 아울렛과 UIWindow 인스턴스 사이), 어떤 커넥션은 은연중에 만들어

졌다(뷰 객체를 윈도우에 드래그하면 뷰와 윈도우 사이에 커넥션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객체 간의 

통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몇몇 커넥션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한다.

직접 만들어야 하는 커넥션은 다음과 같다.

 ■ 컨트롤러 객체 QuizAppDelegate는 UILabel 인스턴스에 대한 포인터를 가져야만 무엇을 표시

할지 지시할 수 있다.

 ■ UIButton 인스턴스는 QuizAppDelete에 대한 포인터를 가져야 버튼이 눌렸을 때 컨트롤러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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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현존하는 커넥션과 필요한 커넥션

포인터 설정하기

UILabel 인스턴스에 대한 커넥션부터 시작해보자. QuizAppDelegate의 인스턴스는 

questionField라는 포인터를 가진다. questionField가 윈도우 위에 있는 UILabel 인스턴스를 가

리키게 하고 싶다. MainWindow.xib 파일의 아웃라인 뷰에서 QuizAppDelegate를 마우스 우측 버

튼으로 클릭하거나 <컨트롤>-클릭(<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기)해 커넥션 패널을 불러

온다(그림 1.15). 그런 다음 questionField 옆에 있는 동그라미로부터 UIlabel로 드래그한다.

(questionField가 안 보이면 입력 실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QuizAppDelegate.h를 더블 클

릭한다. 각각의 줄 끝에 세미콜론을 입력했는가? questionField를 추가한 후 파일을 저장했는

가?)

XIB 파일이 로드될 때(MainWindow.xib의 경우 앱이 시작될 때) QuizAppDelegate의 questionField 

포인터는 자동으로 UILabel의 바로 이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커넥션이 필요한

커넥션이 이미 맺어진

윈도우

델리게이트

하위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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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questionField 설정하기

다음으로 answerField 옆의 동그라미로부터 다른 UILabel로 드래그한다(그림 1.16).

그림 1.16  answerField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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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를 가지는 객체로부터 그 포인터가 가리키게 하고 싶은 객체로 드래그하는 것에 유의하자. 커

넥션 패널에 보이는 포인터는 QuizAppDelegate.h에서 IBOutlet으로 꾸민(decorate) 것들이다.

타깃과 액션 설정하기

UIButton을 누르면 다른 객체에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받는 객체를 타깃이라 한다. 메시

지는 액션이라 하고, 버튼을 누르면 호출되는 메소드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버튼은 “누가 타

깃인가?”와 “무엇이 액션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Show Question 버튼의 경우 타깃은 

QuizAppDelegate이고, 액션은 showQuestion:이다

객체의 타깃과 액션을 설정하려면 객체로부터 타깃으로 <컨트롤>-드래그(<컨트롤> 키를 누른 상

태에서 드래그하기)한다. 마우스를 놓는 순간 타깃이 설정되고 팝업 메뉴가 나타나서 액션을 선

택할 수 있게 된다. Show Question 버튼을 선택하고 QuizAppDelegate로 <컨트롤>-드래그(또

는 마우스 우측-드래그)한다. QuizAppDelegate가 반전(highlighted)되면 마우스 버튼을 놓고 그

림 1.17에 보이는 것처럼 팝업 메뉴에서 showQuestion:을 선택한다. 이 메뉴에서 선택할 액션은 

QuizAppDelegate.h에서 IBAction으로 꾸민 것들이다.

그림 1.17  Show Question 타깃 및 액션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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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how Answer 버튼의 타깃과 액션을 설정해보자. 버튼으로부터 QuizAppDelegate로 <컨트

롤>-드래그하고 팝업 메뉴에서 showAnswer:를 선택한다(그림 1.18).

그림 1.18  Show Answer 버튼의 타깃 및 액션 설정하기

커넥션 요약

이제 QuizAppDelegate와 다른 객체 사이에 커넥션이 여섯 개 있다. answerField 포인터와 

questionField 포인터가 라벨을 가리키도록 설정했다. 이것이 두 개의 커넥션이다. QuizApp	

Delegate는 두 개 버튼의 타깃이다. 이것으로 커넥션이 네 개 만들어졌다. 프로젝트의 템플릿

이 두 개의 추가 커넥션을 만들었다. 첫 번째 UIApplication 객체(이 XIB 파일의 파일 소유자)는 

delegate라는 포인터를 가진다. 이 포인터는 QuizAppDelete를 가리킨다. 다소 복잡한 이 관계는 

4장에서 설명한다. 두 번째 QuizAppDelegate의 window 포인터는 UIWindow 인스턴스에 설정되었

다. 여기까지 커넥션이 여섯 개 만들어졌다.

커넥션 정보는 커넥션 인스펙터로 확인할 수 있다. 아웃라인 뷰에서 QuizAppDelegate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선택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틸리티 영역에서 커넥션 인스펙터가 나타난다(그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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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인스펙터에서 커넥션 점검하기

이제 XIB 파일이 완성되었다. 뷰 객체들과 하나의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졌다. 뷰는 값이 설정되

었고 필요한 커넥션도 만들어졌다. XIB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메소드를 작성해보자.

메소드 구현하기

메소드와 인스턴스 변수는 헤더 파일(QuizAppDelegate.h)에 선언된다. 하지만 메소드의 실제 코

드는 구현하는 파일(QuizAppDelegate.m)에 놓인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QuizAppDelete.m을 

선택하고 다음의 init 메소드를 입력한다. 이 메소드는 두 개의 배열을 만들고 질문과 답변을 채워

넣는다.

@implementation QuizAppDelegate

-	(id)init
{
	 //	상위 클래스가 구현한	init	메소드를 호출한다

	 self	=	[super	init];
	 if(self)	{
	 	 //	두 개의 배열을 만들고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키도록 한다

	 	 questions	=	[[NSMutableArray	alloc]	init];
	 	 answers	=	[[NSMutableArray	alloc]	init];

	 	 //	질문과 답변을 배열에 추가한다

	 	 [questions	addObject:@"What	is	7	+	7?"];
	 	 [answers	addObject:@"14"];

	 	 [questions	addObject:@"What	is	the	capital	of	Vermont?"];
	 	 [answers	addObject:@"Montpe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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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addObject:@"From	what	is	cognac	made?"];
	 	 [answers	addObject:@"Grapes"];
	 }

	 //	새로운 객체의 주소를 반환한다

	 return	self;
}

QuizAppDelegate.h의 선언에서는 questions나 answers를 IBOutlet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questions와 answers가 가리키는 객체는 XIB 파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위의 코드 안에서 프로그

램 코드로 만들어지고 설정되었다.

init 메소드 다음에 두 개의 액션 메소드를 추가한다.

-	(IBAction)showQuestion:(id)sender
{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currentQuestionIndex++;

	 //	마지막 질문을 통과했나?

	 if	(currentQuestionIndex	==	[questions	count])	{

	 	 //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간다

	 	 currentQuestionIndex	=	0;
	 }

	 //	질문 배열에서 해당 인덱스의 스트링을 가져온다

	 NSString	*question	=	[questions	objectAtIndex:currentQuestionIndex];

	 //	가져온 스트링을 콘솔에 기록한다

	 NSLog(@"displaying	question:	%@",	question);

	 //	가져온 스트링을 질문 필드에 표시한다

	 [questionField	setText:question];

	 //	답변 필드를 지운다

	 [answerField	setText:@"???"];
}

-	(IBAction)showAnswer:(id)sender
{
	 //	현재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NSString	*answer	=	[answers	objectAtIndex:currentQuestio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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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을 답변 필드에 표시한다

	 [answerField	setText:answer];
}

나머지 메소드는 디폴트 구현을 사용한다.

그림 1.13으로 돌아가보자. 모든 객체를 만들고 XIB 파일에서 연결했으므로 다이어그램을 이해하

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빌드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하기

이제 앱을 빌드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워크스페이스 좌측 상단 코너에 있는 

iTunes-esque 플레이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할 것이므로 단축키 <커맨드>-R을 외

우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팝업 메뉴에서 Simulator 옵션을 

잊지 말고 선택하도록 한다(그림 1.20).

그림 1.20  앱 실행하기

에러나 경고가 발생하면 내비게이터 선택기에서  아이콘을 선택해 이슈(issue) 내비게이터에서 살

펴볼 수 있다(그림 1.21). 이슈 내비게이터의 단축키는 <커맨드>-4다. 사실 어떤 내비게이터든 단

축키는 <커맨드>-“선택기에서 내비게이터의 위치”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커맨드>- 

1이다.

그림 1.21  에러와 경고를 보여주는 이슈 내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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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비게이터에서 임의의 이슈를 선택하면 소스 파일을 열어 해당 이슈가 발생한 코드를 보여

준다. 자신의 코드와 이 책의 코드를 비교해 문제점을 고쳐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앱을 다시 빌드

한다. 앱이 컴파일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일단 앱이 컴파일되면 iOS 시뮬레이터를 띄울 것이다. 앱을 실행하기 전에 콘솔을 보이게 해 

NSLog의 출력을 볼 수 있게 한다. 워크스페이스의 우측 상단에 있는  그룹에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디버그 영역이 나타난다.

콘솔은 디버그 영역의 오른쪽이고 변수 뷰는 왼쪽이다. 디버그 영역 좌측 상단의  컨

트롤에서 콘솔과 변수 뷰를 불러올 수 있다. 프레임을 드래그하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그림 

1.22).

그림 1.22  확장된 디버그 영역

Quiz 앱을 실행해보자. Show Question 버튼을 누르면 위쪽 라벨에서 새로운 질문을 볼 수 있다. 

Show Answer 버튼을 누르면 정답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앱이 예상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MainWindow.xib에서 커넥션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버튼을 누를 때 콘솔 출력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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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배포하기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iOS 앱을 작성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보았다. 다음은 디바이스에 배포

해볼 차례다.

여러분의 개발용 디바이스에 앱을 배포하려면 애플로부터 개발자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등록비를 지불하면 등록된 iOS 개발자에게 개발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는 여러분의 코드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한다. 서명을 한 앱은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유효한 인증서가 없으면 

디바이스는 앱을 실행하지 않는다.

애플의 개발자 프로그램 포탈(http://developr.apple.com)에는 유효한 인증서를 얻기 위한 모든 

지시사항과 리소스가 담겨 있다. 셋-업 프로세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애플이 끊임없이 바꾸기 때

문에 여기서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대신 프로그램 포탈에 있는 단계별 가이드인 

디벨로프먼트 프로비저닝 어시스턴트(Development Provisioning Assistant)를 사용하도록 하자.

각각의 화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디벨로프먼트 프로비저닝 어시스턴트를 따라 하자. 마지막

에 필요한 인증서를 Keychain Access(키체인 액세스)에 추가하고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Xcode에 

추가할 것이다.

여기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에는 네 가

지 중요한 항목이 있다.

개발자 인증서  인증서 파일은 키체인 액세스를 사용해 Mac의 Keychain에 추가된다. 여러

분의 코드를 서명하는 데 사용된다.

앱 ID  앱 ID는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의 앱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스트링이다. 일

반적으로 앱 ID는 다음과 같이 앱 이름이 회사 이름 다음에 나온다. com.

bignerdranch.AwesomeApp.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에 있는 앱 ID는 앱의 번들 ID와 일치해야 한다. 개

발 프로파일은 앱 ID로 *를 가진다. 그래서 임의의 번들 ID와 일치한다. 

Quiz 앱의 번들 ID를 보려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

하고 Quiz 타깃과 요약 창을 선택한다.

디바이스 ID(UDID) 디바이스 ID는 iSO 디바이스마다 유일하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이 파일은 개발 디바이스와 컴퓨터에 있다. 개발자 인증서, 하나의 앱 ID, 

앱이 설치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ID 목록을 참조한다. 이 파일

의 확장자는 .mobileprovision이다.

IOS1-10-출력.indd   47 2011-12-17   오후 12:32:31



iOS, 날개를 달다48

앱이 디바이스에 배포될 때 Xcode는 적절한 인증서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프로

비저닝 프로파일을 사용한다. 인증서는 앱 바이너리에 서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개발 디바이스의 

UDID는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안에 저장된 UDID 중 하나와 일치하고, 앱 ID는 번들 ID와 일치

한다. 서명된 바이너리는 여러분의 개발 디바이스로 보내지고, 디바이스에 있는 동일한 프로비저

닝 프로파일에 의해 확인된 다음 마침내 시작된다.

Xcode를 열고 여러분의 개발 디바이스(아이폰, 아이팟터치나 아이패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자

동으로 Organizer(오거나이저) 윈도우를 보여줄 것이다. 워크스페이스의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도 확인할 수 있다. Organizer 윈도우의 상단에서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하면 모든 프로비

저닝 정보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의 디바이스에서 Quiz 앱을 실행하려면 Xcode에게 시뮬레이터 대신 디바이스에 배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워크스페이스 윈도우의 좌측 상단에서 Scheme(스킴)이란 팝업 버튼을 찾는다. 그

리고 목록에서 iOS Device를 선택하자(iOS Device가 옵션이 아니라면 “Joe Conway’s iPad” 같은 목

록을 찾는다). 앱을 빌드하고 실행하면(<커맨드>-R) 여러분의 디바이스에 앱이 나타날 것이다.

앱 아이콘

일단 Quiz 앱이 여러분의 개발 디바이스에 설치되면 디바이스의 홈 스크린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앱 아이콘은 그저 하얀 타일 모양일 것이다. Quiz 앱에 더 좋은 아이콘을 부여해보자.

앱 아이콘은 iOS 데스크탑에서 앱을 나타내는 간단한 이미지다. 디바이스별로 다른 크기의 아이콘

을 사용한다. 표 1.1에 디바이스별 아이콘 크기를 정리하였다.

표 1.1  디바이스별 앱 아이콘 크기

디바이스 앱 아이콘 크기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없는 아이폰 / 아이팟터치 57Ⅹ57픽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있는 아이폰 / 아이팟터치 114Ⅹ114픽셀

아이패드 72Ⅹ72픽셀

만약 57×57픽셀 크기로 단 하나의 앱 아이콘만을 제공하면 큰 아이콘이 필요한 디바이스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확대되어 표시된다.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마치 사용자들에게 “우린 아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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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예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앱 스토어에 배포할 앱은 디바이스별로 아이콘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Quiz 앱용으로 (57×57과 114×114 크기의) 두 개의 아이콘 이미지 파일을 준비했다. 이 

파일은 http://www.bignerdranch.com/solutions/iOSProgramming.zip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장에 필요한 리소스도 포함되어 있다. iOSProgramming.zip을 풀면 Resources 디

렉터리에서 Icon.png와 Icon@2x.png 파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면 반짝

이거나 모서리가 둥글지 않다. 이런 효과는 OS가 만들어준다.)

이제 이 아이콘들을 앱 번들에 리소스로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앱에는 두 종류의 파일이 있다. 코

드와 리소스다. 코드는 앱 자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QuizAppDelegate.h나 QuizAppDelegate.m

처럼). 리소스는 이미지나 앱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사운드 같은 것이다. 실행 시 읽히는 XIB 파일 

또한 리소스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목록 최상위에 있고 음영이 있는 Quiz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편집

기 영역에서는 타깃(Targets) 헤딩 밑에서 Quiz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편집기 영역의 상단에서 

Summary를 선택한다(그림 1.23).

그림 1.23  Summary 패널에 더 작은 아이콘 추가하기

이 패널에서 아이콘을 비롯해 앱의 수많은 옵션을 설정한다. Icon.png를 Finder에서 드래그해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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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섹션에 놓는다. 드롭-다운 시트(sheet)가 나타난다. 여러분은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때

마다 이 시트를 보게 될 것이다(그림 1.24).

그림 1.24  프로젝트에 리소스 추가하기

첫 번째 체크박스는 리소스 파일을 파일시스템 상의 프로젝트 디렉터리로 복사할 것인지 묻는다.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단 하나의 디렉터리에서 유지하려면 이 체크박스를 반드시 선택한다. 단, 

하나의 파일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Folders 옵션은 무시해도 된다. Quiz 타깃이 선택되도록 한다. 

이 시트는 프로젝트가 해당 리소스 파일을 앱 번들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은 Finder로부터 Icon@2x.png 파일을 Retina Display 타일로 드래그한다. (Quiz는 아이폰 앱이

므로 아이패드를 위한 타일이 없다.)

다시 앱을 빌드하고 실행한다. 앱을 종료한 후 BNR 로고의 Quiz 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파일을 아이콘 타일 위로 드래그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로, 이미지 파일이 프로

젝트에 추가된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돌아가보면 Icon.png와 Icon@2x.png를 파일 목록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 Quiz-Info.plist 파일에 두 개의 엔트리가 만들어진다. 아이콘을 추가하면 

Icon files 값이 추가된 파일 이름으로 갱신된다. Quiz-Info.plist 파일을 선택해 편집기 영역에서 

확인해보자. 동일한 정보를 보기 위해 Summary 옆의 Info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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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 이미지

Summary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 런치(Launch) 이미지가 있다. 런치 이미지

는 앱이 로딩될 때 보인다. (런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로딩되는 동안 까만 화면을 보게 된

다.) 런치 이미지는 iOS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사용자에게 앱이 정말로 로딩되고 있는지 알려주

고, 앱이 완전히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접할 UI를 그린다. 그러므로 좋은 런치 이미지는 앱의 내용

이 없는 스크린샷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날씨(Weather) 앱의 인터페이스는 도시명과 현재 온

도를 보여주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이다. 날씨 앱의 런치 이미지는 그냥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이

다. (런치 이미지는 앱이 스크린에 윈도우를 올려놓으면 대체된다. 앱의 배경화면이 되는 것이 아

니다.)

Xcode는 디바이스로부터 스크린샷을 얻을 수 있다. 얻은 스크린샷을 Quiz 앱의 런치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린샷을 얻기 위해 Quiz 앱을 빌드하고 디바이스에서 실행한다. Xcode에서 

Organizer 윈도우를 열고 디바이스 목록에서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찾는다. (초록색 점이 있을 것

이다.) 디바이스 밑에서 Screenshots 항목을 선택한다. 편집기 영역의 우측 하단 모서리에서 New 

Screenshot을 클릭한다. 스크린샷이 편집기 영역에 나타날 것이다. 이 이미지를 Launch Images 

타일 위로 드래그하거나 Organizer 윈도우 하단에 있는 Save as Launch Images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25). (대부분의 앱에서는 제대로 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이미지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스

크린샷을 편집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5  Xcode로 스크린샷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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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빌드하고 실행한다. 앱이 시작될 때 런치 이미지를 잠깐 볼 수 있다.

런치 이미지는 앱을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스크린 크기에 맞아야 한다. 표 1.2는 각각의 디바이스 

타입에 따라 필요한 런치 이미지 크기를 보여준다.

표 1.2  디바이스별 런치 이미지 크기

디바이스 런치 이미지 크기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없는 아이폰 / 아이팟터치 320Ⅹ480픽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있는 아이폰 / 아이팟터치 640Ⅹ960픽셀

아이패드 1024Ⅹ768픽셀

(표 1.2는 디바이스의 스크린 해상도를 보여준다. 진짜 상태 바는 런치 이미지의 상태 바 위에 겹쳐

진다.)

앱 아이콘처럼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위한 타일이 있다. 아이

콘과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이미지만 제공하면 그 이미지가 디바이스의 화면에 맞도록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디바이스별로 이미지를 제공하자.

런치 이미지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스플래시(splash) 스크린을 표시하는 것이다. 많은 앱(특히 

게임)이 런치 이미지로서 스플래시 스크린을 사용한다. 한 가지 반론을 들자면, 앱이 로딩되는 시

간은 앱이 동작하는 하드웨어에 의존한다. 현재 iOS 디바이스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 못하다. 큰 

앱은 로딩하는 데 수초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사용자에게 런치 이미지를 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하지만 iOS 디바이스가 점점 고성능이 되면 런치 이미지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만 보이고 사라질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런 화면을 아주 불안하게 여길 것이다. “뭔가 잘못 눌렀나? 

어떻게 초기 화면으로 다시 갈 수 있지?”하고 걱정할 수도 있다. 앱 상에는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

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런치 이미지는 그 중의 하나가 아니다.

첫 번째 앱을 작성하고 디바이스에 설치한 것을 축하한다! 이제 iOS 앱을 동작하게 하는 중요한 개

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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