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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이 책의 저자인 아론 힐리가스에 관한 유투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참 멋있게 사는 사람
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인 듯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도시의 정형화된 삶의 틀 속에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
할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묻어나는 힐리가스가 마냥 부럽기도 하고요.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컴퓨터가 아닌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기
도 합니다. 그런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이 책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오브젝티브-C
가 어떤 언어인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자의 강의 노하우가 지면 곳곳에 녹아있는 
이 책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알아야 하고 저것도 알아야 해서 관
련 내용들을 꾸역꾸역 담아놓기만 한 다른 기초 입문서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첫 장부
터 차근차근 읽으며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하는 과정을 이어나가면 머릿속에 관련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소 특이합니다. 다른 책에서라면 뒤에 있을 법한 내용이 이 책에는 앞
에 있고, 앞에 있음 직한 내용이 뒤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오랜 강
의 경험으로 어떤 내용, 어떤 개념부터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
다. 실제로 저도 C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입문서에 나열된 목차 순서로 강
의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데도 정작 책에서는 대단히 고급 내용인 것처럼 뒤쪽
에서 다뤄져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책의 구성이 프로그래밍 언
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의 특징은 설명이 매우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
서 원문의 간결함이 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독자 여러분께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용어와 우리말보다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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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그대로를 더욱 편하게 사용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말이 오히려 어색한 경
우가 많습니다. 역자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 대목이지만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말로 옮겼습니다. 메서드/메소드, 오버라이드/재정의, 트리거, 프로퍼티, 속성/애트
리뷰트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이런 용어의 표현과 표기 문제 때문에 번역서를 편하게 
읽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답지 못한 우리말 표현도 문제겠지요. 아무쪼록 독자 여러
분께서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책에 실린 저자의 주장처럼 C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오브젝티브-C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C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도 오브젝티브-C를 
조금 접하다가 곧바로 iOS로 뛰어드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딪히는 문제
들을 잘 살펴보면 대단히 기초적인 C의 개념이 부족하여 비롯된 것이 많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C나 오브젝티브-C를 등한시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확 잡아끄는 게임도, 사용자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생산성 높은 애플리케이션도 그 이면에는 디바이스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허점
이 하나도 없이 치밀하게 돌아가는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독자 여러분의 손끝에서 치밀
한 코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또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이펍의 장성두 실
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
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서정! 이 아빠
는 언제나 서정이 편이랍니다.

 배장열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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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크나큰 영광이다. 이들은 엄
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이 책에 쏟아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미키 워드(Mikey Ward)는 ‘첫 iOS 애플리케이션’, ‘첫 코코아 애플리케이션’, ‘블록’ 등의 장
을 써주었다. 내가 만약 좀 더 친절한 상사였다면 그의 이름이 표지에 실렸을지도 모른다.

■  그 외 오브젝티브-C 강사들은 끊임없이 유용한 제안과 수정사항을 제시해주었다. 
이들은 스콧 리치(Scott Ritchie), 마크 페노글리오(Mark Fenoglio), 브라이언 하디(Brian 

Hardy), 크리스천 큐어(Christian Keur), 알렉스 실버만(Alex Silverman)이다.

■  지칠 줄 모르는 나의 에디터인 수잔 로퍼(Susan Loper)는 나만의 의식의 흐름으로 풀
어내는 일종의 독백이 덜컹거릴 때마다 바로 잡아주며, 이 책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  기술적 검토자들은 이 책에서 흠집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들은 제임스 메이저스(James Majors), 마크 달림플(Mark Dalrymple), 스콧 스타인만
(Scott Steinman), 바트 호프만(Bart Hoffman), 볼롯 케림바예프(Bolot Kerimbaev), 네이
트 챈들러(Nate Chandler)다.

■  엘리 볼크하우젠(Ellie Volckhausen)은 표지를 디자인했다.

■  IntelligentEnglish.com의 크리스 로퍼(Chris Loper)는 EPUB과 킨들 버전을 디자인
했고 출시했다.

■  피어슨 테크놀로지 그룹의 뛰어난 팀은 출판이라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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