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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iOS 7”, 어쩌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뤄진 가장 놀랍고 대대적인 변화라고 생각될 정도

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진 화면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능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를 두고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이

야기들이 많아졌고, 개발자 그룹들은 달라진 기능들과 없어진 기능들에 대한 질문과 답

변들이 지금까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iOS 7은 정말로 많은 것들

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고, 사용자들에게는 편의성과 일관성을 더해 주었고, 개발자들

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iOS 7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워진 내용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바탕이 되어 왔던 iOS의 구조와 Xcode의 설치를 비롯한 환경 설정까지

(심지어는 애플 계정에 대한 내용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술 외에 필요한 모든 내

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iOS 7에 추가된 내용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스프라이

트 킷 기반의 2D 게임 개발, 로컬 맵 검색, UIKit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애니메이션과 같은 iOS 7의 새로운 기능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앱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야말로 아

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잘 정

리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들은 물론이

며, 최신 버전의 새로워진 기능들을 익히고자 하는 경험 있는 개발자들에게도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배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동작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모두 있어서 독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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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책은 저의 열 번째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 번역을 시작할 때부터 매

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작업한 책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또 읽어가며 각각의 문장이 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하면서 작업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 실수와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petersboo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질문과 답변, 예제 코드, 그리고 오탈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부족한 저를 이끄시며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

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곁

에서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최고의 아내(강승희)에게 고마움

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힘쓰는 ‘트렌디앱(http://

www.trendyapp.co.kr)’ 모두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 잠자는 이 세상을 우

리가 깨울 것이라 믿어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힘쓰는 ‘제이펍’에게 감

사를 드립니다. 역자의 어눌한 문장을 세련되고 멋진 문구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제이펍

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번역 초안을 본다면 ‘제이펍’이 얼마

나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출판사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편집과 열

정으로 좋은 책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저의 마지막 감사는, 언제나 늘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황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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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가톨릭대학교)

초심자가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각 챕터가 간결하고, 내용의 호흡이 짧아서 쉽게 질리

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기 좋습니다. :) 좋은 책을 출간 전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송종근(위시컴퍼니)

iOS 입문자와 이전 버전 경험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대한 내용과 친절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라 읽는 내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르게 내용을 익힐 수 있었습니

다. 챕터 수가 많아서 내심 걱정을 했지만, 책을 따라 앱을 만들어가다 보니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최신 iOS 7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있어서 이전 버전으로 

개발했던 개발자들에게도 충분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좋은 앱을 개발하

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이상헌(프리랜서)

그동안 웹 개발만 하면서 접해 보지 못했던 iOS를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네요. 하

하! 우선, 이 책 한 권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책의 구성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설명 후 따라 하기 방식이라 마음에 들었고요. 한 장 한 장 읽으면

서 적당한 분량으로 나뉜 챕터와 충실한 예제에 “아, 정말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 책이 나오면 다시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저도 앱 개발을 제대로 해보렵

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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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호(MortzBeat)

iOS 7 출시에 맞춰 개정된 책! 처음 iOS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 한 권으로도 개발

에 문제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 풍부한 코드와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는 앱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참조하더라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iOS 

앱 개발에 익숙하지 않다면 반드시 옆에 두고 참고하기를 추천합니다.

  최지웅(스윗트래커)

iOS 5 시절, 이 책의 이전 버전의 책이 한 iOS 개발자를 살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저

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정판의 베타 리딩을 하게 되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궁금한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매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다시 보니 

정말 반갑고, iOS 앱 개발자라면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 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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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
이 책에 대하여

2007년 첫 번째 아이폰이 출시될 때, 당시의 기존 단말기 제조사들은 아이폰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3년 후에 아이패드가 출시될 때도 개인용 컴

퓨터 업계의 거인들은 아이패드에 대해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그 당시, 태블릿은 데스

크톱 PC와 노트북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그저 거대한 스마트폰이

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만약 태블릿이 성공하게 된다면, 델(Dell)과 HP와 같은 회사들의 태

블릿에서 실행되는 태블릿용 윈도우즈 버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장을 지배할 것이

라고 다들 예상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2013년 여름의 몇몇 헤드라인 뉴스들을 살펴보자.

“블랙베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몇 년간의 경쟁 끝에 매각되다” _ 가디언

“블랙베리, 근로자의 최대 40% 해고” _ 월	스트리트	저널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에 9억 달러 쓰다” _ 월	스트리트	저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 12개월 내에 은퇴한다” _ BBC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 인수” _ 블룸버그

“델, PC 판매 부진으로 72% 수익 감소” _ 뉴욕	타임즈

“HP, 계속된 PC 판매 부진으로 점유율 감소” _ 벤처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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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는 위에서 언급된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과 변화에 대하여 이러한 뉴스 헤

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앞의 헤드라인들에서 특히 주목해

야 할 게 있다. 이러한 뉴스를 시작하게 된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원인으

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성공이다. 하지만 앞의 

헤드라인에서 언급했던 회사들의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마이크로소

프트나 노키아, 또는 블랙베리의 운영체제에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태블

릿과 스마트폰은 이들 운영체제 대신에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고 있다.

2013년 6월까지 애플은 iOS 기반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전 세계에 약 4억 개 이상 팔았

다.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은 급박하게 바뀌어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직 

iOS 앱을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iOS 개발의 일반적인 것과 iOS 7 SDK의 새로운 기능들을 빠르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이 iOS 개발을 처음이든, 아니면 iOS 6로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iOS 7의 새

로운 기능을 빠르게 습득하고자 하든지에 따라 활용 방법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

1.1 처음 iOS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위하여

만일 여러분이 iOS 개발에 완전 처음이라면,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기초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iOS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

며, iOS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 다음, iOS 7의 아

키텍처와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에 관해 소개한다. 또한, 파일 핸들링, 데이터베이스 관

리, 앱 내 결제(In App Purchase), 그래픽 드로잉,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루며, 터치 스크린 

핸들링, 제스처 인식, 멀티태스킹, iAd 통합, 위치 관리, 로컬 노티피케이션, 카메라 접근, 

그리고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에 관한 지원도 다룬다. 또한, 자동 레이아웃, 트위터 및 페이

스북 통합, 이벤트 미리 알림, 앱 내 결제 내용을 관리하는 앱 스토어, 컬렉션 뷰 등을 포

함한 다른 기능들도 다룬다. 게다가, 스프라이트 킷(Sprite Kit) 기반의 게임 개발과 로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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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그리고 UIKit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iOS 7의  

새로운 기능들도 다룬다.

따라서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의 iOS 7용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 필자는 여러분이 iOS 7 SDK와 Xcode를 다운로드한 상태이며, 인텔 기반의 맥과 함께 

개발하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할 것이다.

1.2 iOS 6 개발자를 위하여

만일 여러분이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6 프로그래밍》(제이펍) 책을 이미 읽었거나 iOS 6 

SDK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iOS 7의 새로운 내용들을 바로 읽어보고 싶을 것이다. 

iOS 7과 Xcode 5의 도입으로 인한 변경 사항들과 특징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다. 이전 버전의 책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iOS 7과 Xcode 5에 대해 다

시 집필된 장들은 다음과 같다.

•  Xcode	5로	iOS	7	장치에서	앱	테스트하기(6장)

•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iOS	7	자동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로	작업하기(15장)

•  iOS	7	자동	레이아웃	예제(16장)

•  iOS	7	UIKit	다이나믹스	개요(54장)

• 	iOS	7	UIKit	다이나믹스	튜토리얼(55장)

• 	iOS	7	스프라이트	킷	프로그래밍	개요(56장)

• 	iOS	7	스프라이트	킷	게임	튜토리얼(57장)

• 	iOS	7	스프라이트	킷	충돌	핸들링	튜토리얼(58장)

•  iOS	7	스프라이트	킷	파티클	이미터	튜토리얼(59장)

• 	iOS	7	앱에	iAd	연동하기(60장)

• 	iOS	7	멀티태스킹,	백그라운드	전송	서비스,	그리고	패칭(61장)

• 	iOS	7	백그라운드	전송	서비스	튜토리얼(62장)

• 	iOS	7에서	MapKit	로컬	검색	사용하기(71장)

• 	iOS	7	맵	길찾기와	경로를	얻기	위하여	MKDirections	이용하기(72장)

• 	앱	스토어에	iOS	7	애플리케이션	제출	및	준비하기(8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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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d	워크벤치를	이용하여	iOS	앱	홍보하기(89장)

또한, 다음의 내용들이 변경되었다.

•  모든 프로비저닝 예제들은 Xcode 5의 새로운 Capabilities 설정 패널을 사용하도록 업데

이트되었다.

•  모든 예제 코드는 32비트와 64비트 CPU 아키텍처와의 호환성을 위해 수정되었다.

•  26장 “아이패드	iOS	7	스플릿	뷰와	팝오버	예제”는 NIB 파일이 아닌 스토리보드를 사용

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하였다.

•  4장 “간단한	iOS	7	앱	생성하기”는 새로운 Preview Assistant와 Xcode 5의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다루기 위하여 업데이트되었다.

•  52장 “코어	그래픽스와	코어	이미지를	사용하는	iOS	7	그래픽	튜토리얼”은 그림자나 그라데

이션과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하여 내용이 확장되었다.

•  53장 “코어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iOS	7	애니메이션의	기초”도 애니메이션 블록 메서드 방

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가 애니메이션되도록 업데이트되었다.

1.3 예제 소스 코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와 Xcode 프로젝트 파일은 다음의 URL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URL   http://www.ebookfrenzy.com/direct/ios7/

1.4 피드백
이 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독자들이 만족하기를 바란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사항, 

질문 등이 있으면 feedback@ebookfrenzy.com(저자) 혹은 naya.peter@gmail.com(역자)으로 연락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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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탈자
이 책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다루는 책은 

몇몇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에 대해 알려진 모든 오탈자들과 그 해결책들은 다

음의 URL에서 설명한다★.

URL   http://www.ebookfrenzy.com/errata/ios7.html

혹시 여러분이 위의 URL에 있지 않은 에러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기술 지원팀의 이메일 주

소인 feedback@ebookfrenzy.com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  역주  번역서에 대한 오탈자는 역자의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peters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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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2

iOS 7 기반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등록된	애플	개발자(Registered	

Apple	Developer)와 iOS	개발자	프로그램	회원(iOS	Developer	Program	Member)의 차이점에 대

하여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다. 차이점에 관해 이해를 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고 iOS 개발

자 프로그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두 가지 차이점과 비용, 혜택 

등에 관해 정리해보고 각각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2.1 등록된 애플 개발자

등록된 애플 개발자가 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없다. 다음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 절

차를 시작하면 된다.

URL   http://developer.apple.com/programs/register/

아이튠즈나 애플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애플 ID가 있으면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온라인 문서나 튜토리얼과 같은 개발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또

한, 등록된 개발자는 이전 버전의 iOS SDK와 Xcode 개발환경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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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code와 iOS 7 SDK 다운로드하기

최신 iOS SDK와 Xcode 버전은 맥용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

다. Xcode가 무료이기 때문에 iOS 개발자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

로 등록된 애플 개발자로 남아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받게 된다. 따라서 iOS 개발자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iOS 개발자 프로그램

iOS 개발자 프로그램의 멤버십은 현재 1년에 99달러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멤버십은 최신 

버전의 iOS SDK와 Xcode 개발환경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멤버십이 주는 혜택은 

등록된 애플 개발자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중 한 가지 혜택은 개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프로파일과 인증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Xcode에 디바이스 시뮬레

이터가 있어서 대부분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위치 추적 및 디바이스의 움직임과 

같은 특정 기능들은 실제 기기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이클라우드

(iCloud) 접근과 미리 알림(Reminders), 그리고 앱 내 결제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기기

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는 iOS SDK 관련된 모든 종류의 지침서나 사용 지침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단 두 번의 문의만 무료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애플

의 iOS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게 기술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만이 앱 스토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판매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앱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에 가

입해야 한다. 이제는 언제 가입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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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제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할까?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십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럼, 지금 가입할지 아니면 나중에 가입할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해 공부를 

하는 첫 단계이거나 아직까지 멋진 아이디어가 없다면, 등록된 애플 개발자 패키지가 제공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개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다듬은 후에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

반면에 조만간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배포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2.5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사용할 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라

면, 회사가 이미 멤버십 가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

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개발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 센터의 초대장을 요청하자. 이 과정이 진행되면 멤버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You	Have	Been	Invited	to	Join	an	Apple	Developer	Program”이라는 제목의 이메

일을 애플로부터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회사가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았

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URL   http://developer.apple.com/programs/ios/

가입 옵션은 기업과 개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가입하려면 신분을 증명하기 위

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으로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개인용 멤버 등록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애플로부터 활성화(activation) 이메일이 올 것이다. 

기업용 멤버 등록은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많기 때문에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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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URL을 통해 애플 ID와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

URL   http://developer.apple.com/membercenter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의 Your	Account 탭을 선택하면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 상태가 

“Enrollment	Pending”으로 보일 것이다.

그림 2 - 1

활성화 이메일을 받은 후에 멤버 센터에 접속하면, 그림 2-2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2 - 2



2.6	요약 11

2.6 요약
iOS 7 애플리케이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점인 등록된 애플 개발자 및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십 가입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차이와 개발자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 및 등록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

다. 다음 단계에서는 iOS 7 SDK 및 Xcode 5 개발환경을 다운로드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

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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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de 5와 

iOS 7 SDK 설치하기

3

모든 아이폰 앱은 iOS SDK와 Xcode 5.x 개발환경으로 개발된다. iOS SDK에는 5장 “iOS	7	

아키텍처와	프레임워크”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개발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Xcode 5는 

통합 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으로 코딩, 컴파일, 테스트 및 디버그

를 할 수 있다. 또한, Xcode 5에는 인터페이스 빌더(Interface Builder)라는 기능이 있어 UIKit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을 그래픽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장에서는 iOS 7 SDK와 Xcode 5를 맥 OS X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1  여러분의 맥이 인텔 기반인지 PowerPC 기반인지 확인하기
오직 인텔(Intel) 기반의 맥 OS X 시스템에서만 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전의 PowerPC 기반 맥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해서 최신의 시스템을 구입

해야 한다.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애플 메뉴에서 “이	맥킨토시에	관하여(About	This	Mac)”를 선택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대화상

자에서 “프로세서(Processor)”로 시작되는 항목을 보자. 그림 3-1은 인텔 기반의 시스템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HAPTER 3		Xcode	5와	iOS	7	SDK	설치하기14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항목이 인텔 기반의 프로세서가 아니라면, 아쉽게도 iOS 앱 개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iOS 7 SDK와 Xcode 5 환경은 10.8 또는 그 이후의 맥 OS X 버전이 필요하다. 만약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About	This	Mac)” 대화상자의 맥 OS X 버전이 10.8보다 최신이 아니라

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oftware	Update...)” 항목을 선택하여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림 3 - 1

3.2 Xcode 5와 iOS 7 SDK 설치하기
최신 Xcode와 iOS SDK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애플 맥 앱 스토어(Apple Mac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맥 OS X 시스템에 있는 앱 스토어(App Store)를 실행하고, 

검색 박스에 Xcode를 입력한 다음, 무료(Free)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하자.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6GB가 넘는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끝나기까지

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3.3 Xcode 시작하기

SDK와 Xcode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이제 iOS 7 애플리케이션 예제를 작성할 수 있

다. Xcode를 실행하기 위해 파인더(Finder)를 열고 Xcode로 검색하자. 앞으로는 Xcode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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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할 것이므로, 더 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독(dock)에 드래그 앤 드롭하자. 

Xcode 아이콘을 클릭하여 Xcode를 실행시킨다. 맨 처음 실행되는 Xcode는 추가적인 컴포

넌트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단계를 따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용

자명(username)과 패스워드(password)를 입력해야 한다.

Xcode를 처음 실행시키면 Welcome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3 - 2

iOS 7 SDK를 설치하고 Xcode 5의 실행에 성공하였다면, 4장 “간단한	iOS	7	앱	만들기”를 진

행할 수 있다.





17

C H A P T E R

4
간단한 iOS 7 앱 만들기

프로그래밍 관련 책에서 간단한 예제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많은 책들이 이

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시작하지만, 최근 일부 책들은 이러한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는 간단한 예제로 개발을 시작하는 방법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점 중 한 가지는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봄으로써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여러분

들의 개발환경이 제대로 설치되고 동작하는지를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초기 단계의 작은 성공이 배움의 과정에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이다. 독

자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복잡한 예제는 기반에 깔려 있는 기술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

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에 따라 매우 간단한 예제로 시작한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유명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Hello World”로 시작할 것이다. “Hello World” 예제는 C 프

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브라이언 커니핸(Brian Kernighan)과 데니스 리치(Dennis Richie)가 쓴 

《C 언어 프로그래밍(C Programming Language)》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iOS 7 프로

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오브젝티브-C도 C 언어에 기원을 두므로 이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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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Xcode 5 시작하기

이 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제는 Xcode 5 개발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최신 iOS SDK와 

Xcode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3장 “Xcode	5와	iOS	7	SDK	설치하기”를 참고하길 바란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앞 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독(dock)의 Xcode 아이콘을 실

행하거나 파인더(Finder)에서 Xcode를 실행하자.

Xcode를 처음 실행할 때와 이후라도 “show	this	window	when	Xcode	 launches” 옵션을 

끄지 않으면, 그림 4-1의 화면이 디폴트로 표시된다.

그림 4 - 1

만약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Window		Welcome	to	Xcode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에 

표시될 것이다. 이 화면에서 “Create	a	new	Xcode	project” 옵션을 선택한다. 그러면 개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타입과 일치하는 템플릿(template)을 선택할 수 있는, New	Project 

패널을 가진 Xcode 5 프로젝트 윈도우가 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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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2

이 화면의 왼편에는 맥 OS X 및 iOS 기반의 기기 등 대상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iOS 밑의 Application을 선택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템플릿들이 화면에 표시될 것이다.

•  Master-Detail Application ― 리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다. 마스터 리스트의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디테일 뷰가 표시된다. “Back” 

버튼을 선택하면 다시 리스트가 표시된다. 어쩌면 여러분은 헤드라인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뉴스 기사의 내용이 표시되는 뉴스 애플리케이션들에

서 이와 비슷한 기술이 사용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이패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서 사용될 경우, 이 템플릿은 기본적인 스플릿-뷰(split-view) 구성을 구현한다.

•  OpenGL Game ― OpenGL ES 프레임워크는 고급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기능을 개발하

기 위한 API를 제공한다. OpenGL ES Game 템플릿은 그래픽을 그리고 조작하기 위한 

OpenGL ES 뷰와 타이머 객체를 가진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  Page-Based Application ― 화면을 넘기는 것 같은 효과를 지원하는 뷰를 가진 페이지 

뷰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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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bed Application ― 탭 바(tab bar)를 가진 템플릿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보통 탭 

바는 기기의 하단에 위치하며, 각 항목이 선택될 때마다 서로 다른 화면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내장된 “전화(Phon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가 즐겨찾기와 연락처, 키패드, 그리고 음성사서함 간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탭 바를 

사용한다.

•  Utility Application ― 아이폰 프로젝트에서 이 옵션은 양면을 가진 뷰로 구성된 탬플릿

을 생성한다. 정보(Info) 버튼을 터치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뒤집힌다. 아이패드 프로젝

트에서는 생성된 정보(Info) 버튼이 터치되면 두 번째 뷰가 팝오버(popover)로 표시된다.

•  Single View Application ― 하나의 뷰와 뷰 컨트롤러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본 

템플릿을 생성한다.

•  Empty Application ―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하나의 윈도우와 델리게이트만 생성

한다. 만약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 중에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

이 없다면, 이 템플릿을 선택하면 된다.

•  SpriteKit Game ― 2D 게임 개발을 위하여 스프라이트 킷 프레임워크(Sprite Kit 

Framework)를 활용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를 만든다.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Single	View	Application 템플릿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여 프로

젝트 옵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4-3에서 애플리케이션의 Product	Name을 입력하며, 여기서는 “HelloWorld”를 입력한

다. 회사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회사 웹 사이트 URL을 역순으로 쓴 것(예를 들어, 

“com.mycompany”처럼)을 사용한다. Company	Identifier는 보통 회사 웹 사이트 URL의 역순

을 사용한다. 즉, com.mycompany 형식이 된다. 이것은 실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기기에

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비저닝 프로파일과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자세한 사항은 6장 “Xcode	5로	iOS	7	기기에서	앱	테스트하기”에서 알아보자). Class	Prefix

에 입력된 “HelloWorld”는 Xcode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의 접두사로 사용된다.

iPhone이 Devices 메뉴에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Next 버튼을 클릭하자. 다음 

화면에서, 생성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고 Create를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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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3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그림 4-4와 같은 Xcode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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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Xcode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확인해보자. 우선, 애플리케이

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파일을 생성해주었다. 이것들 중 일부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도

록 하는 코드를 입력할 오브젝티브-C 소스 코드 파일(.m 확장자를 가짐)이며, 나머지는 소

스 파일에 의해 포함되어 우리만의 선언과 정의를 넣게 될 헤더 파일이거나 인터페이스 파

일(.h)이다. 또한, .storyboard 파일은 우리가 생성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두기 위하여 인터

페이스 빌더(Interface Builder)에 의해 사용되는 저장 파일이다. 또한, .plist 확장자를 가진 파

일이 몇 개 보일 것이다. 이것은 Property	List 파일로서 키-값 쌍(key/value pair)의 정보를 저

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HelloWorld-info.plist 파일은 언어, 아이콘 파일, 실행 파일 이름 

및 식별자들과 같은 항목들과 관련된 리소스 설정들을 담는다. 이들 파일은 메인 Xcode 

프로젝트 윈도우의 왼편에 위치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Project	Navigator)에 표시된다. 이 패

널 상단의 툴바에는 빌드와 실행 히스토리,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s), 컴파일 에러 및 경

고와 같은 다른 정보들을 표시하는 옵션이 위치한다.

디폴트로, 가운데 화면은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General) 요약을 표시한다. 여

기에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지정한 식별자와 대상 기기도 표시되며, 애플리케이션이 지

원하는 기기의 방향, 사용자가 클릭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아이콘,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화면에 표시되는 스플래시 화면 이미지(splash screen image) 등을 설정하는 옵션도 제공된다.

General 화면뿐만 아니라 Capabilities와 Info, Build Settings, Build Phases, 그리고 Build 

Rules로 구성된 부가적인 설정들을 조회하고 수정하기 위한 탭들도 제공된다. 이 책을 진

행하면서 몇몇 설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언제라도 프로젝트 설정 패

널로 돌아가려면, 왼쪽 패널에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선택하고 내비게이터 리스트의 가

장 위에 있는 항목(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내비게이터 패널의 목록에서 소스 파일이 선택되면, 가운데 패널에 그 파일의 내용이 표시

되며 편집도 가능하다. 새로운 편집창에 파일을 띄우고자 한다면 파일을 더블클릭한다.

4.2 iOS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기

iOS 앱이 실행되는 환경의 특성상 iOS 앱은 일반적으로 시각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모든 

앱의 핵심 요소는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받게 될 사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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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물론, 코드를 작성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화면에 배치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하고 에러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캔버스에 컴포

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 컴포넌트의 모습과 동작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여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시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빌더(Interface Builder)라는 툴을 제

공한다. 원래 인터페이스 빌더는 맥 OS X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iOS 앱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Xcode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파일들을 생성해주었다. 그

중 하나가 .storyboard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다. 이것은 인터페이스 빌더 스토리보드 저장 

파일이며, 우리의 HelloWorld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은 Main.storyboard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파일을 인터페이스 빌더에 로드하려면 왼쪽에 있는 패널의 파일 목록에서 그 파

일을 선택하면 된다. 인터페이스 빌더는 그림 4-5와 같이 중앙 패널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림 4 - 5

화면의 가운데 패널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 처음에는 단 하나

의 UIView 객체만 포함하고 있다. 이 UIView 객체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Single 



CHAPTER 4		간단한	iOS	7	앱	만들기24

View Application 옵션을 선택했을 때 Xcode에 의하여 우리의 설계에 추가된 것이다. 나중

에 여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UIView 객체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HelloWorl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컴

포넌트를 캔버스(canvas)에 드래그 앤 드롭하고 해당하는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것이다. 객

체 및 프로퍼티 설정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패널이 보여야 한다. Xcode 툴바의 View 영

역의 오른편 버튼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자.

그림 4 - 6

오른쪽 패널이 표시되면 그림 4-7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패널의 윗부분에는 버튼들이 있다. 이들 버튼을 선택하면 패널의 절반 윗부분에 표시되는 

설정 화면들이 변경된다. 디폴트로 파일	인스펙터(File	Inspector)가 표시된다. 이 외에 퀵	헬

프	인스펙터(Quick	Help	Inspector), 아이덴티티	인스펙터(Identity	Inspector), 애트리뷰트	인스펙터

(Attributes	 Inspector), 사이즈	인스펙터(Size	 Inspector)와 커넥션	인스펙터(Connections	 Inspector) 

옵션이 있다. 여기서 잠깐, 각 옵션이 제공하는 설정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을 진행하면서 이 옵션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패널의 아랫부분은 디폴트로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표시한다. 이 패널의 윗부분에는 

다른 카테고리를 표시하기 위한 또 다른 툴바가 위치하고 있다. 이 툴바 옵션에는 타이핑 

노력을 덜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소스 코드 조각(code snippet)과 오브젝트 라이브러리(Object 

Library),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러리(Media Library) 등이 있다. 이번 예제에서는 오브젝트 라

이브러리가 필요하므로 3차원 형태의 정육면체 버튼을 선택한다. 이를 선택하면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UI 컴포넌트들이 표시된다. 만약 표시되는 영역이 좁을 경

우, 이 툴바 위쪽의 가로선을 드래그하여 UI 컴포넌트가 표시되는 영역을 확장하자. 라이

브러리에 있는 항목들의 레이아웃은 패널 하단의 검색 박스 왼쪽에 위치한 옵션을 클릭하

여 한 줄에 객체의 설명과 함께 하나씩 표시되다가 설명 없이 여러 객체들이 표시되도록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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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7

4.3 컴포넌트 속성 변경하기
화면에서 View가 선택되면 프로퍼티 패널에서 View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뷰의 

배경색을 바꿔보기로 하자. View가 선택되었고 오른쪽 패널에 Attribute Inspector가 표시되

었는지 확인하자(View		Utilities		Show	Attribute	Inspector). Background 레이블 옆의 흰색

으로 채워진 사각형을 클릭하여 Colors 대화상자를 연다. 색 선택 툴을 사용하여 좋아하

는 색을 선택하고 대화상자를 닫는다. 이제 뷰 윈도우가 흰색에서 새롭게 선택한 색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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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다음 단계로, Label 객체를 뷰에 추가한다. 라이브러리 패널에 

있는 객체들의 목록을 스크롤하거나 그림 4-8처럼 패널 하단

의 검색 상자에 Label이라고 입력하자.

레이블 객체를 배치한 다음, 뷰의 중앙에 오도록 드래그하여 

수직/수평 가이드라인이 표시되게 하자. 해당 위치에 놓으려

면 누르고 있는 마우스 버튼을 그 자리에서 뗀다.

레이블 주변의 리사이즈 마커를 이용하여, 권장하는 뷰의 경계를 나타내는 파란색 수직 

점선이 나올 때까지 레이블의 왼편을 늘린 후 오른편을 뷰의 경계선까지 늘린다★. 레이블

을 선택한 후 Attributes Inspector(View		Utilities		Show	Attributes	 Inspector)의 중앙 정렬

(centered alignment)을 클릭하여 문자열이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의 폰

트 속성을 클릭하여 좀 더 큰 Custom 폰트로 바꾼다(가령, 크기 24의 Georgia bold).

그림 4 - 9 그림 4 - 10

그림 4 - 8

★  역주  앞으로 배우겠지만, Autolayout 옵션으로 인하여 레이블의 크기를 조절할 때 화면이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다. 자세한 설

명은 나중에 나오므로 여기서는 레이블을 잘 조절하여 그림 4-10처럼 크기를 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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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Label”로 되어 있는 레이블의 문자열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Hello 

World”라고 입력한다. 여기까지 이상 없이 진행하였다면 그림 4-10과 같은 화면이 표시될 

것이다(물론, 색깔과 폰트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만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장해야 한다. 저장을 하기 위해 File		Save 

또는 Command	+ S 단축키를 사용한다.

4.5 Xcode 5에서 iOS 7 앱 빌드하고 실행하기
앱이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컴파일을 해야 한다. 성공적

으로 컴파일되면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기기에서 실행해볼 수 있다. 실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인증서와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등의 작업이 더 필요하며, 이는 6장 “Xcode	5

로	 iOS	7	기기에서	앱	테스트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

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보자.

Xcode 5 프로젝트 윈도우의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메

뉴(검은 정사각형의 stop 버튼 오른편)가 iPhone	Retina	

(4-inch	64-bit)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Run 버튼

(“play” 버튼처럼 생긴 stop	버튼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

릭하여 코드를 컴파일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

한다. Xcode 툴바의 중앙에 있는 작은 아이튠즈 스타

일의 윈도우에 빌드 과정이 표시된다. 빌드를 실패하게 

하는 에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정보도 표시될 것이

다. 빌드가 끝나면 시뮬레이터가 시작되고 HelloWorld 

앱이 실행될 것이다.

그림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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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빌드 에러 처리하기
이번 장에서 한 것은 실제로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생

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실수로 어떠한 과정을 잘못 하였다면 빌드가 실패할 것이며, 

이것은 Xcode 환경에서 빌드 에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빌드가 실패한다면 Xcode 툴바의 상태 윈도우에 “Build”와 함께 에러 및 경고 숫자가 표시

된다. 또한, 왼쪽 패널에는 에러 목록이 표시된다. 이 목록에서 에러를 선택하면 수정이 필

요한 코드로 화면이 이동한다.

4.7 서로 다른 화면 크기 테스트하기

아이폰 5 시리즈와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출시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iOS 

시뮬레이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Hardware		Device 메뉴 옵션을 이용하여 각각의 

디스플레이들로 전환하면 된다.

4.8 여러 iOS 버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테스트하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OS 버전에서의 애

플리케이션 모양도 검증해야 한다. iOS 버전 6 이전까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

만, iOS 7은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룩 앤 필(look and feel)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이전 버전과는 매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Xcode는 Preview 어시스턴트로 iOS 7이나 그 이전 버전에서 

나타나게 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

Main.storyboard 파일을 선택하여 스토리보드 캔버스가 표시되도록 하고, Xcode의 메뉴에

서 View		Assistant	Editor		Show	Assistant	Editor를 선택하자. 그림 4-12처럼 스토리보

드 캔버스의 오른쪽에 새로운 패널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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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12

화면에 나타난 어시스턴트 에디터 패널에서 패널 상단 툴바는 Manual이나 Automatic(턱

시도 아이콘으로 표시)으로 읽어들인 항목을 표시한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드롭 다운 메뉴

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Preview		Main.storyboard(Preview) 메뉴를 선택하자. 그렇게 하

면 선택된 스토리보드 화면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바뀔 것이다. 오른쪽 하단에 있

는 메뉴를 이용하여 iOS	7.0	and	Later를 iOS	6.1	and	Earlier로 변경해보자. 사용자 인터페

이스 상단의 상태 바(status bar)가 불투명한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회전 버튼은 가로(landscape) 방향과 세로(portrait)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사이즈 버튼은 iOS 기기의 화면 크기를 바꾸는 데 사용된다. 이번 예제에서는 회전에 대

해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나중에 자동 레이아웃(Auto Layout)을 설명할 때 살펴볼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전의 iOS 버전들에서 동작해야 할 경우, preview 툴은 여러 SDK 설정을 

이용하여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하지 않고서도 애플리케이션 모양을 테스트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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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하기
Xcode의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

는 것이다. 이것은 Debug	Navigator에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Xcode를 실행하면 왼쪽 패널은 디폴트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project navigator)를 표시한다. 왼쪽 패널의 

상단에는 여러 다른 옵션들이 있다. 왼쪽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옵션이 디버그 내비게이터이며, 이를 선

택하면 그림 4-13과 같이 나온다★. 이 패널은 현재 실

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예를 들어 메모리, CPU 사용, 

iCloud 스토리지 접근)에 대한 실시간 통계를 표시한다.

표시된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메인 패널(그림 4-14)은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

한 특정 영역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된다.

그림 4 - 14

그림 4 - 13

★  역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일 때는 그림 4-13처럼 나타나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No Debug Session이라고

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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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패널의 우측 상단에 있는 Profile	in	Instruments 버튼을 클릭

하면 된다.

4.10 요약
애플리케이션은 Xcode 개발환경에서 주로 생성된다. 이번 장에서는 Xcode 환경에 관한 기

본적인 개요를 설명하였고, 매우 간단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였다. 또한, preview 

assistant를 이용하여 iOS의 이전 버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양을 테스트하는 것도 살

펴보았으며, 여기서 우리는 iOS 6와 iOS 7 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양이 크게 달라졌음

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Xcode 5에서 성능 모니터링 기능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