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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iOS 개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한 해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

와 기대 속에 iOS 6 SDK와 아이폰 5가 발표되었다. 어떤 이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

고 했고, 이전의 것들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역자도 그러했다. 저자도 그러했지만, 

역자 역시 iOS 6는 그저 조금 더 잘 정리된 iOS 5 정도로 여겼으며 더 알아야 할 것들

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애플은 현업에서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변화와 편의성을 iOS 6 SDK를 통해서 제공하였고, iOS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더 

멋지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제공해

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다. 

“iOS 6가 꼭 필요해? 어차피 iO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역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iOS 6를 알아야 한다. 역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iOS 6 SDK를 사용하지 않고

(즉, iOS 5에 대한 지식과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와 iOS 6 SDK를 이용하여 

개발할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iOS 6 SDK를 이용하지 않고 미친 듯이 코딩(역자는 

이것을 ‘분노의 타이핑’이라 부른다)을 해서 구현한 것과 이용한 것은 겉보기에는 동일해 보

이지만, 그 내부의 코드 구조와 메커니즘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마치 어떠

한 함수를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는 것과 이미 제공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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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유할 수 있겠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개발자인가? 그렇다면 ‘분노의 타이핑’

을 할 것인가? 아니면 iOS 6를 이용하여 깔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가? 말하지 않

아도 이미 답이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전 버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과 기능

들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아이폰 5와 그 이전 디바이스 모두에 맞는 UI를 만드는 

자동 레이아웃(Auto Layout) 기능이라든지, UICollectionView, 상태 보존, 새로운 

지도, Event Kit,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앱 내 결제, 그리고 애플의 서버를 이용하

는 콘텐츠 제공 등이다. 여러분이 개발하는,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

러한 기능들을 넣고 싶지 않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

다면 iOS 6 SDK가 그 길을 도와 줄 것이며, 이 책이 그 옆에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번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말 문장으로 만드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대상 독자들이 주

로 사용하는 표현과 형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작업이다. 아마도 모든 역자들이 이러한 목

적과 부담감에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할 것이다.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느낌과 분위기도 함께 표현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독자 여러분께 잘 전

달되길 바라고 있다. 번역한 내용들을 많이 읽고 확인했지만, 역자 역시 부족한 사람인

지라 실수와 모자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수와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채우고자 카페

(http://cafe.naver.com/petersbook)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재

미있는 내용이 있다면,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지식)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에는 독자와의 Q&A와 샘플 코드, 그리고 오탈자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다.

“You are Almighty God!” 작업이 끝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된다. 그 분

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게 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작업 기간 동안 함께 시간

을 보내지 못해도 사랑과 든든함으로 항상 옆에 있어 준 나의 사랑스런 아내(강승희)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세상을 놀라게 하려고 오늘도 고생하고 힘쓰

는 ‘트렌디앱(http://www.trendyapp.co.kr)’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세

상의 문화를 바꾸는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 것이라 믿어요.” 책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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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은 ‘편집’이라고 믿는다. 그 어렵고 고된 작업을 최고의 기술과 열정으로 진행하는 

‘제이펍’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역자의 어색한 문장과 표현을 세련된 

언어로 바꿔주는 ‘제이펍’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역자의 초안을 본다면, ‘제이펍’

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루

하루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

2012년의 마지막 날

황반석



1

2012년 6월, Apple World Wide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iOS 6에 대해 처

음 발표될 때, iOS 5 버전이었던 이 책은 외견상으론 iOS 6로의 업데이트가 꼭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iOS 6 SDK의 pre-release 버전을 받아서 새로운 기

능들을 살펴보니 iOS 5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처음 등장한 iOS 6의 

새로운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상 이 책에 새로 추가된 23
개의 장들은 iOS 6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

하여 오브젝티브-C로 구현된 모든 예제 코드가 업데이트되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iOS 개발을 하는 초보자인지, 아니

면 iOS 5로 작업한 경험이 있어서 iOS 6의 기능들만 빠르게 습득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

를 것이다. 확신하건데, 이 책은 양쪽 그룹에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성

되었다.

1.1  처음 iOS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위하여

만일 여러분이 iOS 개발에 처음이라면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이다.

이 책에 대하여

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C h a p t e r

 1



2 CHAPTER 1  이 책에 대하여

기초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아이폰 하드웨어와 iOS 6의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제공한다. 아이폰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를 심도 있게 살펴

보면서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파일 핸들링, 데이터베이스 

관리, 앱 내(in-app) 결제, 그래픽 드로잉,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다루며, 터치 스크린 핸

들링, 제스처 인식, 멀티테스킹, iAd 통합, 위치 관리, 로컬 노티피케이션, 카메라 접근, 

그리고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에 대한 지원도 다룬다. 오토 레이아웃, 트위터 및 페이스

북 통합, 이벤트 알림, 앱 내 결제 내용을 관리하는 앱 스토어, 컬렉션 뷰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iOS 6의 특정 기능들도 다룬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아이폰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저자는 여러분이 iOS 6 SDK와 Xcode를 다운로드한 상태이며, 인텔 기반의 맥

과 함께 개발하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1.2  iOS 5 개발자를 위하여

만일 여러분이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5 프로그래밍』(제이펍) 책을 이미 읽었거나 iOS 

5 SDK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iOS 6의 새로운 내용을 바로 읽어보고 싶을 것이다. 앞에

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5 프로그래밍』 책을 이미 읽었다면 적어

도 23개의 새로운 장들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전 버전의 책에 포함되지 않고 이 책에 새롭게 추가된 장들은 다음과 같다.

•  최신 오브젝티브-C의 기초

•  iOS 6에서의 Auto Layout 소개

•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iOS 6의 Auto Layout Constraints로 작업하기

•  아이폰 iOS 6 Auto Layout 예제

•  코드로 iOS 6의 Auto Layout Constraints 구현하기

•  iOS 6의 교차 계층 구조 Auto Layout Constraints 구현하기

•  iOS 6 Auto Layout 시각적 형식 언어 이해하기

•  iOS 6의 컬렉션 뷰와 플로우 레이아웃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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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iOS 6 스토리보드 기반의 컬렉션 뷰 튜토리얼

•  iOS 6 컬렉션 뷰 플로우 레이아웃 확장과 하위 클래스로 만들기

•  iOS 6의 애플리케이션 상태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개요

•  iOS 6의 애플리케이션 상태 보존 및 복원 튜토리얼

•  MKMapItem을 이용하여 아이폰 iOS 6 애플리케이션에 지도 통합하기

•  iOS 6 MKMapItem 애플리케이션 예제

•  날짜 생성과 위치 기반 알림을 위한 iOS 6 Event Kit 이용하기

•  아이폰 iOS 6 애플리케이션에 트위터 및 페이스북 통합하기

•  UIActivityViewController를 이용한 아이폰 iOS 6 페이스북 통합 튜토리얼

•  SLRequest를 이용한 아이폰 iOS 6 페이스북 및 트위터 통합

•  SKStoreProductViewController 클래스로 스토어 구매 만들기

•  아이폰 iOS 6 애플리케이션에 앱 내 결제 구축하기

•  앱 내 결제를 위한 준비

•  아이폰 iOS 6 애플리케이션 앱 내 결제 튜토리얼

•  iOS 6 앱 내 결제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는 앱 스토어 설정하고 생성하기

또한, “Xcode 스토리보드 사용하기”라는 장은 iOS 6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여 업데이트하였으며, “iOS 6 테이블 뷰와 Xcode 스토리보드에 대한 개요” 장은 테이

블 뷰 셀을 재사용하는 새로운 iOS 6 모델을 소개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제 코드들은 viewDidUnload: 메서드 제거 및 디폴트 프로퍼티 

통합(synthesize)을 포함한 오브젝티브-C의 수정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

1.3  예제 소스 코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와 Xcode 프로젝트 파일은 http://www.ebookfrenzy.

com/code/iphoneios6.zip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4 CHAPTER 1  이 책에 대하여

1.4  피드백

이 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독자들이 만족하기를 바란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언급

할 사항, 질문 등이 있으면 feedback@ebookfrenzy.com(저자)이나 naya.peter@
gmail.com(역자)을 통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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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URL에서 설명한다(옮긴이_번역서에 대한 오탈자는 역자의 인터넷 카페(http://cafe.

naver.com/peters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L   http://www.ebookfrenzy.com/errata/iphone_ios6.html

혹시 여러분이 위의 URL에 있지 않은 에러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기술지원 팀의 이메일 

주소인 feedback@ebookfrenzy.com으로 보내주길 바란다(옮긴이_번역서에 대한 내용은 

역자의 이메일 주소(naya.peter@gmail.com)로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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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6 기반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함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등록된 

애플 개발자와 iOS 개발자 프로그램 회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것

이다. 차이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하고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

입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두 가지의 차이점과 비용, 혜택 

등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각각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2.1  등록된 애플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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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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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나 애플 스토어를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애플 ID가 있으면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온라인 문서나 사용 지침서와 같은 개발자 자료에 접근할 수 있

다. 또한 등록된 개발자는 이전 버전의 iOS SDK와 Xcode 개발환경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pple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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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code와 iOS 6 SDK 다운로드하기

최신 iOS SDK와 Xcode 버전은 맥용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가 있

다. 이러한 것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iOS 개발자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등록된 애플 개발자로 남아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iOS 개발자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3  iOS 개발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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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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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등록된 애플 개발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중 한 가지 혜택은 개발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물리적인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프로파일과 인증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Xcode에 디

바이스 시뮬레이터가 있어 대부분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위치 추적 및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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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라우드(iCloud) 접근과 미리 알림(Reminders), 그리고 앱 내 결제 관련한 애플리케

이션은 실제 기기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는 iOS SDK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지침서나 사용 지침

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두 개의 문의만 가능하긴 하지만, 애플의 iOS 기술지

원 엔지니어에게 기술 문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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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야 한다. 그럼 언제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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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제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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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지금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가입을 

할 것인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지금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공부를 하는 첫 단계이거나 아직까지 멋진 아이디어가 없다면, 등록된 애플 개발자 패키지

가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개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다듬은 후에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

반면에 조만간 프로그램의 개발이 끝나 배포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해

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만약 회사에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이미 멤버십 가

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프로그램 관리자에

게 연락하여 개발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OS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 센터의 초

대장을 요청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You Have Been Invited to Join an Apple 

Developer Program”이라는 제목과 멤버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

메일을 애플로부터 받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개발자 프로그램 멤버십 가

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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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옵션은 기업과 개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가입을 하려면 신분을 증명

하기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으로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개인용 멤버 등록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활성화(activation) 이메일이 애플로부터 도

착할 것이다. 기업용 멤버 등록은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많아서 훨씬 긴 시간이 필요

하며, 경우에 따라 수주, 수개월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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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URL을 통해 애플 ID와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제한

적이긴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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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Your Account” 탭을 선택하면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 상태가 

“Enrollment Pending”으로 보일 것이다.

� 그림 2-1 �

활성화 이메일을 받은 후 멤버 센터에 접속하면 그럼 2-2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 그림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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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요약

iOS 6 애플리케이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점인 등록된 애플 개발자 및 iOS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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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차이와 개발자 프로그램에 관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 및 등록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iOS 6 SDK 및 Xcode 개발환경을 다운로드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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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폰 앱은 iOS SDK와 Xcode 4.x 개발환경으로 개발된다. iOS SDK에는 

iOS 6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개발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Xcode 4.x는 통합 개발환경으로 코딩, 컴파일, 테스트 및 디버그를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Xcode 4.x에는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기능이 있어 UIKit 프레임워크가 제공하

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그래픽 화면을 통해 디자인할 수 있다.

이제 iOS 6 SDK와 Xcode를 맥 OS X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1  여러분의 맥이 Intel 기반인지 PowerPC 기반인지 확인하기

오직 인텔(Intel) 기반의 맥 OS X 시스템에서만 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만

약 오래된 PowerPC 기반의 맥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해서는 최신의 시

스템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애플 메뉴에서 “이 맥킨토시에 관하여(About This Mac)”를 선택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대화상자에서 프로세서로 시작되는 항목을 보자. 그림 3-1은 인텔 기

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항목이 인텔 기반의 프로세서가 아니라면 아쉽게도 아이폰

Xcode 4와 iOS 6 SDK 설치하기

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C h a p t e 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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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앱 개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iOS 6 SDK와 Xcode 4.5 환경은 맥 OS X의 버전이 10.7.4보다 최신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About This Mac)” 대화상자의 맥 OS X 버전이 

10.7.4보다 최신이 아닐 경우는 “Software Update...” 항목을 선택하여 운영체제를 업

그레이드한다.

� 그림 3-1 �

3.2  Xcode 4와 iOS 6 SDK 설치하기

최신의 Xcode 4와 iOS SDK를 얻는 방법은 다음의 애플 iOS 개발센터에 접속하는 것

이다.

URL   https://developer.apple.com/xcode/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5GB가 넘는 크기로 인해 다운로드가 끝나기까

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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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code 시작하기

SDK와 Xcode 4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이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예제를 작성할 

수 있다. Xcode 4를 실행하기 위해 파인더를 연 후 왼편의 매킨토시 HD를 선택하고, 

Developer 폴더의 Applications 폴더를 더블클릭한다. 이 폴더에 Xcode 아이콘이 있

을 것이다. 이제 자주 Xcode를 사용할 것이므로 아이콘을 독(dock)에 끌어놓음으로써 

편하게 실행시키자. Xcode 아이콘을 클릭하여 Xcode를 실행시킨다.

Xcode를 처음 실행시키면 Welcome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3-2

iOS 6 SDK를 설치하고 Xcode 4의 실행에 성공하였다면, 이제 간단한 아이폰 iOS 6 앱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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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관련 책에서 간단한 예제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많은 책들

이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시작하지만, 최근 일부 책들은 이러한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예제로 개발을 시작하는 방법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점 중 한 가지는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봄으로써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전에 여러분들의 개발환경이 제대로 설치되고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간

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초기 단계의 작은 성공이 배움의 과정에서 

의지와 의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잡한 예제는 기반에 깔려 있는 기술이 복잡한 경

우가 많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며, 따라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통에 따라 매우 간단한 예제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프로그래밍 세

계에서 유명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Hello World”로 시작해보자. “Hello World” 

예제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브라이언 커닝한(Brian Kernighan)과 데니스 리치

(Dennis Richie)가 쓴 『C 언어 프로그래밍(C Programming Language)』이라는 책에서 처

음 사용되었다. iOS 6와 아이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오브젝티브-C도 C 언어에 

기원을 두므로 이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간단한 아이폰 iOS 6 앱 만들기

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C h a p t e 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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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Xcode 4 시작하기

이 책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제는 Xcode 4 개발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 최신 iOS 

SDK와 Xcode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책의 3장 “Xcode 4와 iOS 6 SDK 설치하

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앞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독

(dock)의 Xcode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파인더로 Macintosh HD  Developer 
Applications  Xcode를 실행한다.

Xcode를 처음 실행할 때와 이후라도 “show this window when Xcode launches” 
옵션을 끄지 않으면 그림 4-1의 화면이 표시된다.

� 그림 4-1 �

만약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Window  Welcome to Xcode 옵션을 선택하면 화

면에 표시될 것이다. 이 화면에서 “Create a new Xcode project” 옵션을 선택한다. 그

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개발 템플릿(template)을 선택할 수 있는 New Project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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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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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Detail�Application - 리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마스터 

리스트의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Back” 버튼을 선택하면 다시 리스트가 표시된다. 뉴스 목록에서 뉴스를 선택하

면 해당 뉴스의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는 뉴스 관련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이패드 기반일 경우 스플릿-뷰(split-view) 구성이 적용된다.

•   OpenGL�Game - 5장 “iOS 6 아키텍처와 SDK 프레임워크”에서의 설명처럼 

OpenGL ES 프레임워크는 고사양의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관련 API를 제공

한다. OpenGL ES Game 템플릿은 그래픽 객체와 타이머 객체를 처리하는 

OpenGL ES 뷰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  �Page-based�Application - 화면을 넘기는 것 같은 효과를 지원하는 뷰를 가진 페

이지 뷰 컨트롤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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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bed�Application - 탭 바(tab bar)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보통 탭 바는 화

면 아랫부분을 가로지르는 부분에 위치하며, 각 항목이 선택될 때마다 해당 항목

에 맞는 형태의 화면이 표시된다. 아이폰의 기본 “전화”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탭 

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전화” 프로그램 하단의 즐겨찾기, 최근 통화, 연락처, 키

패드와 음성사서함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표시된다.

•   Utility�Application - 양면을 가진 뷰를 생성한다. 아이폰의 기본 날씨 프로그램이 

좋은 예가 된다. 정보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이 뒤집히며 설정 화면이 표시된다. 완
료를 선택하면 화면이 다시 뒤집히며 초기 화면이 표시된다.

•  �Single�View�Application - 하나의 뷰와 뷰 컨트롤러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생

성한다.

•   Empty�Application -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하나의 윈도우와 델리게이트를 생

성한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템플릿

을 선택하면 된다.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Single View Application 템플릿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여 

프로젝트 옵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  그림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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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 Product Name에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이름을 입력한다. 지금은 

“HelloWorld”를 입력하고 Class Prefix에 “HelloWorld”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Company Identifier는 보통 회사 웹사이트 URL의 역순을 사용한다. 즉, com.

mycompany 형식이 된다. 이는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실제 아이폰 기기

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자세한 사항은 6

장 “아이폰에서 iOS 6 앱 테스트하기 - 개발자 인증서 및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에서 알아보자). 

Class Prefix에 입력된 “HelloWorld”는 Xcode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의 접두사로 사

용된다.

iPhone이 Devices 메뉴에서 선택되어 있어야 하며, Use Storyboard와 Include unit 
Tests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은 오브젝티브-C 컴파일러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개발

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해제하는 노력을 줄여준다. 매우 유용한 기능이므로 

Next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마지막 화면

에서는 새로 만든 프로젝트가 저장될 파일 시스템의 위치를 선택하고 Create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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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

이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을 생성해주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에 대한 

코드인 .m 확장자를 가진 오브젝티브-C 소스 코드 파일과 소스 파일에 포함되어 여러 

가지 정의와 선언을 담당하는 .h 확장자를 가진 헤더 파일이 생성된다. 그리고 인터페이

스 빌더를 가지고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장하는 .xib 파일도 생성된다. 이전 버

전의 인터페이스 빌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nib 확장자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요즘에

도 이 파일을 NIB 파일로 부른다. 또한 .plist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몇 개 보일 것이다. 

이는 Property List 파일로서 키-밸류 쌍(key/value pair)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예

를 들면, HelloWorld-info.plist 파일은 언어, 아이콘 파일, 실행 파일 이름 및 앱 식

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들 파일들은 메인 Xcode 프로젝트 윈도우의 왼

편에 위치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Project Navigator)에 표시된다. 이 화면 상단의 툴바

에는 빌드와 실행 이력,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s), 컴파일 에러 및 경고, symbol 
navigator와 검색 화면들을 표시하는 옵션이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화면은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표시된다. 프로젝트 생성 시 만들어지

는 식별자 및 목표 기기도 표시된다. 지원되는 화면의 표시 방향, 사용자가 클릭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아이콘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화면에 표시되는 스플래시 화면 이미지

(splash screen image) 등의 옵션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약 화면 외에 정보, 빌드 설정, 빌드 상태 및 빌드 규칙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탭

이 제공된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일부 설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언제라도 요약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선택하고 항목 중에 가장 윗

부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선택한다.

내비게이터 화면에서 소스 파일이 선택되면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소스 파일의 내용이 표

시되고 편집이 가능하다. 만약 새로운 편집창에 파일을 띄우려면 파일을 더블클릭한다.

4.2  iOS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기

아이폰 앱은 보통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애

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고 결과를 얻는다. 물론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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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화면에 배치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하고 에러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인터페이스 빌더라 불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툴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시각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며, 각종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 상에 배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설정을 조절함으로써 표시되는 모습과 

작동방식을 정할 수 있다. 원래 인터페이스 빌더는 맥 OS X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

되었으나 iOS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갱신되었다.

이미 설명했듯이 Xcode는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가지 파일을 생성한다. 이 중 하나

가 .xib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다. 이는 인터페이스 빌더가 저장하는 파일이다(이 파

일은 NIB 파일이라 불리운다. XIB 파일로 부르지 않는다). HelloWorld 프로젝트에서는 

HelloWorldViewController.xib라는 이름을 갖는다. 이 파일을 왼쪽 편에서 선택함으

로써 인터페이스 빌더로 로드하자. 인터페이스 빌더는 이 파일을 로드하여 그림 4-5와 

같은 화면을 표시할 것이다.

� 그림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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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 이 시점에서

는 UIView 객체만 포함하고 있다. Xcode에서 Single View Application을 선택하

여 프로젝트를 생성하였기에 UIView 객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것이다. 나

중에 여러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를 UIView 객체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함으로써 

HelloWorl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캔버스(canvas)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위치시

키고 해당하는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것이다. 객체 및 프로퍼티 설정을 보기 위해서는 오

른쪽 화면을 표시해야 한다. Xcode 툴바의 View 영역의 오른편 버튼을 선택하자.

     

 � 그림 4-6 �                       � 그림 4-7 �

오른편 화면이 표시되면 그림 4-7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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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윗부분은 버튼들의 행으로 되어 있다. 이들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절반의 윗

부분에 표시되는 설정 값들이 변경된다. 기본적으로 File Inspector가 표시된다. 이 

외에Quick Help, Identity Inspector, Attributes Inspector, Size Inspector와 

Connections Inspector 옵션이 있다. 여기서 잠깐 각 옵션들이 제공하는 설정이 어떠

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을 진행하면서 이 옵션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화면의 아랫부분은 기본설정으로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표시한다. 이 부분의 윗부분

에는 또 다른 툴바가 위치하고 있다. 이 툴바 옵션은 자주 사용하는 타이핑 노력을 덜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소스 코드 조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와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이 예제에서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므로 3차원 형태의 

정육면체 버튼을 선택한다. 이를 선택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UI 
컴포넌트들이 표시된다. 만약 표시되는 영역이 좁을 경우, 이 툴바 위쪽의 가로선을 드래

그하면 UI 컴포넌트가 표시되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객체들은 여러 가지의 범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범주는 툴바 아래쪽의 메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배치 버

튼을 선택함으로써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설명 없이 많은 컴포넌

트를 화면에 표시하게 할 수도 있다.

4.3  컴포넌트 프로퍼티 변경하기

화면에서 View가 선택되면 프로퍼티 화면에서 View에 대한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

다. View의 배경색을 바꿔보기로 하자. View가 선택되었고 오른쪽 화면에 Attribute 
Inspector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자(View  Utilities  Show Attribute Inspector). 백

그라운드 레이블 옆의 회색 사각형을 클릭하여 Colors 대화상자를 연다. 색 선택 툴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고 대화상자를 닫는다. 이제 뷰 윈도우가 회색에서 선택

한 색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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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객체 추가하기

이제 Label 객체를 뷰에 추가할 것이다. 라이브러리 화면 메뉴에서 Cocoa Touch  

Controls를 선택하고, Label 객체를 클릭한 후 뷰의 가운데로 드래그한다. 원하는 위치

에 자리잡으면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어 해당 위치에 객체를 위치시킨다.

� 그림 4-8 �

레이블 주변의 청색 선을 이용해 레이블의 왼편을 늘린 후 오른편을 뷰의 경계선까지 늘

리면 수직방향의 청색 점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권장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레이블을 

선택한 후 Attribute Inspector의 Layout 프로퍼티에서 중앙 정렬(centered alignment)

을 클릭하여(View  Utilities  Show Attribute Inspector) 문자열이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font 프로퍼티에서 좀 더 큰 폰트로 바꾼다(가령, 크기 24의 

Georgia bold).



4.5  Xcode 4로 iOS 앱 빌드하고 실행하기 23

마지막으로, 현재 “Label”로 되어 있는 레이블의 문자열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Hello 

World”라고 입력한다. 여기까지 이상 없이 진행하였다면 그림 4-9와 같은 화면이 표시

될 것이다(물론 색깔과 폰트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그림 4-9 �

지금까지 만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저장을 하기 위해 File 
 Save 또는 Command+S 단축키를 사용한다.

4.5  Xcode 4로 iOS 앱 빌드하고 실행하기

앱이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컴파일을 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면 시뮬레이터

나 실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기기에서 실행해볼 수 있다. 실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인증서 및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등의 작업이 더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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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장 “아이폰에서 iOS 6 앱 테스트하기 - 개발자 인증서 및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에

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보자. 

Xcode 4의 왼쪽 상단 부분의 iPhone Simulator 옵션(Stop 버튼 오른편)을 선택하고, 

Run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하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시킨다. 아이튠

즈 형태의 작은 윈도우에서 빌드 과정이 표시된다. 빌드를 실패하게 하는 에러가 발생하

면 이에 대한 정보도 표시될 것이다. 빌드가 끝나면 시뮬레이터가 시작되고 HelloWorld 

앱이 실행될 것이다.

� 그림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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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빌드 에러 처리하기

이번 장에서 한 것은 실제로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기에 에러가 생기

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실수로 어떠한 과정을 잘못 하였다면 빌드가 실패할 것이고, 

Xcode 환경에서 빌드 에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빌드가 실패한다면 Xcode 4 툴바의 상태 윈도우에 “Build”와 함께 에러 및 경고 숫자가 

표시된다. 또한 왼편 화면에는 에러 목록이 표시된다. 이 목록에서 에러를 선택하면 수정

이 필요한 코드로 화면이 이동할 것이다.

4.7  서로 다른 화면 크기 테스트하기

아이폰 5의 출시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크기의 화면, 즉 초기 아이

폰 화면의 표준 해상도, 아이폰 4의 3.5인치 레티나 화면, 그리고 아이폰 5의 새로운 4인

치 레티나 화면에서 동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iOS 시뮬레이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Hardware  Device 메뉴 옵션을 이용

하여 각각의 디스플레이들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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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은 산업 디자인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 하

지만 애플은 개발자가 아이폰용 앱을 개발할 때 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없도

록 통제하고 있다. 그 대신 여러 가지의 다른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자의 애플리

케이션이 하드웨어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여러 계층들은 운영체제

라고 알려진 것을 이루며, 아이폰의 운영체계는 iOS라 불린다.

아이폰 개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에서는 iOS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들과 개발자인 우리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1  iPhone OS가 iOS로 

2010년 아이패드의 발표 이전에는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를 iPhone OS라고 불

렀다. 아이패드의 운영체계는 아이폰의 운영체계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는데, 그렇

다고 아이패드의 운영체계를 iPad OS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은 

운영체제의 이름에서 특정한 기기의 이름을 빼기로 결정하였다. 아이튠즈(iTunes), 아이

북스토어(iBookstore), 아이맥(iMac)과 같이 ‘i’를 이름 앞에 붙이기로 한 그 결과, iOS라

iOS 6 아키텍처와 SDK 프레임워크

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C h a p t e 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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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iOS는 이미 시스코(Cisco)의 라우터(router) 제품의 

운영체제 이름이었다(애플이 기존 등록상표를 무시하리라는 예측이 많았었다). 그래서 인터넷

에서 iOS를 검색해보면, 애플의 아이폰과 전혀 관련 없는 시스코의 iOS에 대한 검색 결

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5.2  iOS 6 아키텍처 개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iOS는 여러 가지 다른 계층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

여 아이폰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운영체제의 계층은 그림 5-1과 같다.

� 그림 5-1 �

iOS 소프트웨어 계층을 설명하는 어떤 그림에서는 코코아 터치(Cocoa Touch) 위에 애플

리케이션을 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계층이 더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이 책에서는 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코코아 터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해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실제로는 앱에서 어떠한 계층이라도 직접적인 호출이 가능하

긴 하다.

하지만 운영체제의 각 계층은 개발자가 개발하기 편하도록 추상화를 제공하므로 상위 계

층일수록 하드웨어에 대한 복잡한 것을 몰라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iOS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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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급적 하드웨어에 가까운 아래쪽 계층보다는 개발 편리성을 제공하는 상위 계층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

는 것이 보다 적은 노력과 적은 양의 코드로 개발할 수 있다. 적은 양의 코드는 프로그램 

버그(bug)를 만들어낼 확률도 적어짐을 의미한다.

iOS 6 운영체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각 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또한 개발자의 입장에서 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5.3  코코아 터치 계층

코코아 터치 계층은 iOS 계층의 가장 윗부분이며,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코코아 터치는 주로 오브젝티브-C로 개발되었

으며, 애플의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인 맥(Mac)의 OS X Cocoa API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폰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최적화 및 확장되었다.

코코아 터치 계층은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해 다음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5.3.1  UIKit 프레임워크(UIKit.framework)

UIKit 프레임워크(UIKit.framework)는 풍부한 기능의 방대한 오브젝티브-C 기반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다.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다. UIKit 프레

임워크만 설명해도 책 한 권의 분량이 필요하지만,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생성 및 관리(텍스트 필드, 버튼, 라벨, 색, 폰트 등)

•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lifecycle) 관리

•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관리(터치 스크린 사용자 상호작용 등)

•  멀티태스킹

•  무선 프린팅

•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보호

•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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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및 텍스트 자료 표현 및 관리

•  데이터 관리

•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integration)

•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한 푸시 노티피케이션

•  로컬 노티피케이션(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 실행 시 사용자에게 알림 주기)

•  접근성(accessibility)

•  가속도계, 배터리, 근접도 센서, 카메라 및 포토 라이브러리 관리

•  터치 스크린 제스처(gesture) 인식

•  파일 공유(아이튠즈를 통한 파일 저장)

•  블루투스를 통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연결

•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애플의 UIKit 참고 자료를 추천한다.

URL     http://developer.apple.com/library/ios/#documentation/UIKit/Reference/UIKit_

Framework/index.html

5.3.2  Map Kit 프레임워크(MapKit.framework)

아이폰을 사용해보았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나 특정 위치를 보

여주는 지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았을 것이다. Map Kit 프레임워크(MapKit. 

framework)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지도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

레임워크다. 특정 위치에 대한 스크롤이 가능한 지도를 보여주는 일, 현재 위치에 대한 

지도를 보여주는 일 및 지도에 다양한 형태의 주석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5.3.3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Push Notification Service)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 아니

더라도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다. 주로 뉴스 관련 서비스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긴급 뉴스의 경우, 뉴스 제목을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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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택하면 뉴스 앱을 실행시켜 전체 뉴스를 표시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보통 알

림은 소리와 진동을 통해 사용자가 알림이 도착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너무 자주 사

용하여 사용자들이 짜증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4  메시지 UI 프레임워크(MessageUI.framework)

메시지 UI 프레임워크(MessageUI.framework)는 여러분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이메

일 주소와 메시지 내용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애플리

케이션에서 미리 설정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전송 전에 수정하거나 확인

할 수 있다.

5.3.5  주소록 UI 프레임워크(AddressUI.framework)

통신과 개인 정보 관리가 아이폰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주소록을 관리하는 프레

임워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이 주소록 UI 프레임워크(AddressUI.framework)

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폰 주소록의 연락처 정보에 접근하고, 

표시하며, 수정할 수 있다.

5.3.6  게임 Kit 프레임워크(GameKit.framework)

게임 Kit 프레임워크(GameKit.framework)를 통해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접속과 음

성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당시 애플은 이러한 기능을 주로 다자

간의 게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게임 Kit으로 했

다. 물론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5.3.7  iAd 프레임워크(iAd.framework)

iAd 프레임워크(iAd.framework)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배너(banner) 광고를 삽입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든 광고는 애플의 광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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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이벤트 Kit UI 프레임워크(EventKit.framework)

이벤트 Kit UI 프레임워크(EventKit.framework)는 iOS 4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애플

리케이션에서 캘린더 정보와 미리 알림(Reminder) 이벤트에 접근하여 수정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5.3.9  어카운트 프레임워크(Accounts.framework)

iOS 5는 시스템 계정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사용되는 

계정 정보를 iOS 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는 트위터 계정만 지원하지만, 향후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계정 정보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카운트 프레임워크(Accounts.framework)는 애플리케이션에서 API
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 계정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3.10  소셜 프레임워크(Social.framework)

소셜 프레임워크(Social.framework)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시나 위보(Sina 

Weibo)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의 소셜 네트

워크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하여 어카운트 프레임워크와 함께 수행된다.

5.4  iOS 미디어 계층

미디어 계층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및 그래픽 관련 기능을 제공한다. 미디어 계

층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미디어 계층 관련 프

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자.

5.4.1  코어 비디오 프레임워크(CoreVideo.framework)

코어 비디오 프레임워크(CoreVideo.framework)는 코어 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버퍼

링(buffering) 기능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

으로 개발 시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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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코어 텍스트 프레임워크(CoreText.framework)

코어 텍스트 프레임워크(CoreText.framework)는 C 기반의 API 로서 고급 텍스트 레이

아웃(layout) 및 폰트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5.4.3  이미지 I/O 프레임워크(ImageIO.framework)

iOS 4에서 처음 소개된 기능 중 하나인 이미지 I/O 프레임워크(ImageIO.framework)는 

이미지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한다. PNG, JPEG, 

TIFF 및 GIF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형식을 지원한다.

5.4.4  Assets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AssetsLibrary.framework)

Assets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AssetsLibrary.framework)는 아이폰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제어할 수 있으며, 

새로 저장하는 영상 및 사진 파일을 기본 사진 앨범(photo album)에 저장할 수도 있다.

5.4.5  코어 그래픽스 프레임워크(CoreGraphics.framework)

코어 그래픽스 프레임워크(CoreGraphics.framework)는 쿼츠(Quartz) 2D API라고도 불

리며, 경량화된 2차원 렌더링(rendering) 엔진이다. 주요 기능은 PDF 문서 생성 및 표시, 

벡터(vector) 기반의 드로잉(drawing), 투명 계층, 경로(path) 기반의 드로잉, anti-ali-
ased 렌더링, 색 조작(manipulation) 및 관리, 이미지 렌더링 및 그라디언트(gradient) 

등이다. 맥 OS X의 쿼츠 2D API와 동일하다.

5.4.6  코어 이미지 프레임워크(CoreImage.framework)

코어 이미지 프레임워크(CoreImage.framework)는 iOS 5에 새롭게 추가된 프레임워크

로 비디오 및 이미지 필터링(filtering) 및 조작 기능을 제공한다.

5.4.7  쿼츠 코어 프레임워크(QuartzCore.framework)

쿼츠 코어 프레임워크(QuartzCore.framework)는 아이폰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다. UIKit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시각 효과 및 애니메이션의 기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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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오브젝티브-C 기반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프로그

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5.4.8  OpenGL ES 프레임워크(OpenGLES.framework)

지난 수년간 고성능 2D와 3D 그래픽 드로잉의 산업계 표준은 OpenGL이었다. 1990년
대에 지금은 없어진 SGI(Silicon Graphics, Inc)가 만든 GL을 이후 애플, 인텔, 모토롤라, 

ARM 등의 회사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에서 오픈 소스 형태(OpenGL)로 발전시켰고, 이를 

iOS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OpenGL ES 프레임워크(OpenGLES.framework)다.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용 OpenGL은 아이폰과 같이 작은 기기를 위해 

OpenGL 규약을 간소화한 버전이다.

iOS 3 이후 버전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 4에서 OpenGL ES 1.1 및 2.0을 지원한다. 

반면 오래된 iOS 및 아이폰은 OpenGL ES 1.1만을 지원한다.

5.4.9  GLKit 프레임워크(GLKit.framework)

GLKit 프레임워크(GLKit.framework)는 OpenGL E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

들 수 있도록 오브젝티브-C 기반의 API를 제공한다.

5.4.10  NewsstandKit 프레임워크(NewsstandKit.framework)

뉴스스탠드(newsstand) 애플리케이션은 iOS 5의 새로운 기능이며, 신문, 잡지 등을 통

합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뉴스스탠드 프레임워크(NewsstandKit.framework)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5.4.11  iOS 오디오 지원

iOS는 다음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AAC, Apple Lossless (ALAC), A-law, IMA/

ADPCM, Linear PCM, µ-law, DVI/Intel IMA ADPCM, Microsoft GSM 6.10
과 AES3-2003의 포맷의 오디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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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AV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AVFoundation.framework)

AV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AVFoundation.framework)는 오디오 콘텐트의 재생, 녹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오브젝티브-C 기반의 프레임워크다.

5.4.13     코어 오디오 프레임워크(CoreAudio.framework, AudioToolbox.
framework, AudioUnit.framework)

코어 오디오 프레임워크(CoreAudio.framework, AudioToolbox.framework 그리고 

AudioUnit.framework)는 오디오 파일의 재생, 녹음 및 스트림, 내장 오디오 처리장치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5.4.14  오픈 오디오 라이브러리(OpenAL)

오픈 오디오 라이브러리(OpenAL)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음질, 3D 오

디오 효과(위치 음향 포함)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다. 위치 음향(positional audio)은 대표

적으로 게임에서 음향 효과를 낼 때 사용되며, 이 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응용할 수 

있다.

5.4.15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MediaPlayer.framework)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MediaPlayer.framework)는 다양한 형태의 mov, mp4, 

m4v, 3gp 포맷의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4.16  코어 Midi 프레임워크(CoreMIDI.framework)

iOS 4에서 소개된 Core MIDI 프레임워크(CoreMIDI.framework)는 아이폰의 독 커넥

터를 통해 연결된 신서사이저(synthesizer) 및 키보드 등 MIDI 호환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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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OS 코어 서비스 계층

iOS 코어 서비스 계층은 앞부분에 설명한 계층의 기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프레임

워크로 구성된다.

5.5.1  주소록 프레임워크(AddressBook.framework)

주소록 프레임워크(AddressBook.framework)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 주소록의 연락

처 정보를 가져오고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5.2  CFNetwork 프레임워크(CFNetwork.framework)

CFNetwork 프레임워크(CFNetwork.framework)는 C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TCP/IP 네

트워킹 프로토콜과 BSD 소켓에 대한 로우 레벨(low level) 접근을 제공한다. HTTP, FTP 

및 DNS(Domain Name Servers)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통해 암호화되고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5.5.3  코어 데이터 프레임워크(CoreData.framework)

코어 데이터 프레임워크(CoreData.framework)는 모델-뷰-컨트롤러(Model-View-

Controller, MV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모델링과 저장소 생성을 쉽게 만

들어준다. 코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구조화된(struc-

tured) 데이터 관련 작업을 대폭 줄일 수 있다.

5.5.4  코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CoreFoundation.framework)

코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CoreFoundation.framework)는 C 기반의 프레임워크로서 

데이터 타입, 문자열 조작, 원시 블록 데이터 관리(raw block data management), URL 

조작, 쓰레드 및 실행 루프(loop), 날짜와 시간, 기본 XML 조작, 포트와 소켓 통신 등 기

본적인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XML 이외의 고급 기능은 

libXML2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C 기반의 인터페이스지만, 대부분

의 기능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티브-C 래퍼(wrapper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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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코어 미디어 프레임워크(CoreMedia.framework)

코어 미디어 프레임워크(CoreMedia.framework)는 AV 파운데이션 계층의 하위 레벨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위 레벨의 AV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로 대부분의 오디오, 비

디오 관련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 하위 레벨 제

어가 필요할 때도 있다.

5.5.6  코어 텔레포니 프레임워크 (CoreTelephony.framework)

코어 텔레포니 프레임워크(CoreTelephony.framework)는 현재 사용 중인 이동통신회사 

관련 정보를 얻거나 전화 관련 이벤트(event)를 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5.7  EventKit 프레임워크(EventKit.framework)

EventKit 프레임워크(EventKit.framework)는 달력(calendar)과 알림(alarm), 그리고 미

리 알림(Reminders)을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5.6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표준 오브젝티브-C 프레임워크로서 아이폰 이외의 플랫폼(주로 Mac OS X)에서 오브젝

티브-C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익숙할 것이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Foundation. 

framework)는 많은 C 기반의 코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오브젝티브-C의 래퍼

(wrapper)로 제공한다.

5.6.1  코어 로케이션 프레임워크(CoreLocation.framework)

코어 로케이션 프레임워크(CoreLocation.framework)는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경도, 위도 

및 고도)와 나침반 정보를 여러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요청한 시점의 상황과 아이폰의 모델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GPS와 

나침반은 최근 모델에서만 지원됨). 이 정보는 GPS, 와이파이 정보 및 기지국(3개의 기지국

으로 계산)을 기반으로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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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모바일 코어 서비스 프레임워크(MobileCoreServices.framework)

모바일 코어 서비스 프레임워크(MobileCoreServices.framework)는 데이터 타입을 규

정하고 식별하는 시스템인 애플의 UTI 구조(Uniform Type Identifiers mechanism)에 

대한 기능을 지원한다. 많은 수의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는데, 텍스트, RTF, HTML, 

JavaScript, 파워포인트 ppt 파일, 포토샵 이미지와 MP3 파일 등이다.

5.6.3  Store Kit 프레임워크(StoreKit.framework)

Store Kit 프레임워크(StoreKit.framework)는 여러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의 

앱 스토어 간의 상거래를 지원한다. iOS 3.0 전에는 앱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

는 시점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iOS 3.0에서는 “in app purchase(앱 내 구

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종의 구독 모델(subscription model)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

적인 기능을 구매하거나 레이싱 게임에서 보다 빠른 차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

다. iOS 6의 등장으로 앱 내 결제와 관련된 콘텐츠는 이제 애플의 서저에 등록되고 거기

서 다운로드될 수가 있다.

5.6.4  SQLite 라이브러리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경량화된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5.6.5  System Configuration 프레임워크(SystemConfiguration.framework)

System Configuration 프레임워크(SystemConfiguration.framework)는 애플리케이션

이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 접근하여 기기의 “reachability”, 즉 와이파이 혹은 3G로 데이

터 통신을 하는지, 어떤 경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5.6.6  Quick Look 프레임워크(QuickLook.framework)

Quick Look 프레임워크(QuickLook.framework)는 주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기

기로 로드(load)되는 콘텐트에 대해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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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ork,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Rich Text Format, 어도비 PDF,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및 콤마로 구분된 파일 등이다.

5.7  iOS 코어 OS 계층

코어 OS 계층은 iOS 스택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바로 연결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위 레벨의 네트워킹, 외부 액세서리 접근 등을 담당한다. 또한 메

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쓰레드 등 기본적인 운영체제 서비스의 접근도 제공한다.

5.7.1  Accelerate 프레임워크(Accelerate.framework)

Accelerate 프레임워크(Accelerate.framework)는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C 기반의 복잡

한 숫자 계산, 벡터, 디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이미지 처리 및 연산 등

을 담당한다.

5.7.2  External Accessory 프레임워크(ExternalAccessory.framework)

External Accessory 프레임워크(ExternalAccessory.framework)는 30핀 독 커넥터를 

통해 직접 아이폰에 연결되거나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으로 연결된 액세서리를 제어하고 

통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7.3  Security 프레임워크(Security.framework)

Security 프레임워크(Security.framework)는 아이폰의 보안 관련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

증서, 공개 키, 개인 키, 신뢰 정책, 키체인(keychains), 암호화, 다이제스트(digests) 및 

해쉬(hash) 기반의 메시지 인증 코드 등을 포함한다.

5.7.4  시스템(LibSystem)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iOS는 UNIX 계열의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Core OS 계층의 시스

템 컴포넌트는 다른 UNIX 계열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계층에는 운영체제 커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Mach kernel 기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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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커널은 전체적인 iOS 플랫폼의 기반이 되며, 하드웨어와의 하위 레벨의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커널은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생명주기(lifecycle) 관리, 입/출력, 프로

세스 간 통신, 쓰레드 관리, 하위 레벨 네트워킹, 파일 시스템 제어 등을 관장한다.

보안과 안정성의 이유로 일반 앱 개발자에게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들 인터페이스는 C 기반의 라이브러리인 LibSystem을 통해 제공된다. 다른 계층의 

사용법과 동일하게 가능하면 다른 상위 계층을 사용해야 하며, 상위 계층에서는 제공되

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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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간단한 아이폰 iOS 6 앱 만들기”에서는 iOS 6 SDK에 포함되어 있는 iOS 시뮬

레이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보았다. 물론 대부분은 시뮬레이터에서 테스

트해도 되지만, 어떠한 경우는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은 흔들 수 있어도 컴퓨터를 흔들기는 힘들다. 또한 시뮬레이터에서도 기본적인 

위치 정보와 기기를 흔드는 동작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제 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러므로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실제 아이폰 기기에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해야 한다.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발자 인증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설치해야 하며, 앱 ID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의 프로비저닝 프

로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또 앱을 설치하고 테스트할 기기를 등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제 기기에 앱을 설치하는 과정은 iOS 개발자 프로그램의 멤버십이 필요하다. 이에 대

한 내용은 2장 “Apple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C h a p t e r

 6
아이폰에서 iOS 6 앱 테스트하기 

- 개발자 인증서 및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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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OS 개발 인증서 서명 요청 만들기 

실제 아이폰 기기에 설치될 모든 프로그램은 iOS 개발용 인증서로 서명되어야 한다. 인

증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Certificate Signing Request를 하는 것이다. 요청을 하

기 위해 맥 시스템의 키체인 접근(Keychain Access) 툴을 실행한다. 이 툴은 응용프로그

램(Applications)  유틸리티(Utilities) 폴더에 위치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 6-1
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 그림 6-1 �

키체인 접근 유틸리티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한다.

1.    키체인 접근(Keychain Access)  환경설정(Preferences) 메뉴의 결과창에서 인증

서(Certificates)를 선택한다.

� 그림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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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설정 대화상자에서 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Certificate Status Proto-

col(OCPS)) 및 인증서 해지 목록(Certificate Revocation List(CRL)) 설정이 끔(Off) 

상태인지 확인하고 대화상자를 닫는다.

3.    키체인 접근(Keychain Access)  인증서 지원(Certificate Assistant)  인증기

관에서 인증서 요청...(Request a Certificate from a Certificate Authority...) 메뉴

를 선택한 후 iOS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메일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CA 이메일 주소(CA Email Address) 항목은 공란으로 놔두고, 디스크에 저장됨

(Saved to Disk)과 본인이 키 쌍 정보 지정(Saved to Disk and Let me specify key 

pair information) 옵션을 선택한다.

� 그림 6-3 �

4.   계속(Continue) 버튼을 클릭하면 CSR이 저장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입력해야 한

다. 기본 설정을 수락한다. 다른 설정을 원하면 그림 6-4와 같이 키 쌍 정보(Key 

Pair Information) 설정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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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 �

5.    계속(Continue)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2048비트의 키 길이(key size)와 RSA 알고

리즘(algorithm)이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제 지정한 위치와 이름의 파일로 

저장되며 결론 화면이 표시된다. 완료(Done)를 클릭하여 인증서 지원(Certificate 

Assistant) 창을 종료한다.

6.2  iOS 개발 인증서 서명 요청 제출하기

인증서 서명 요청 생성이 끝났으니 이제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애플 개발자 웹사이트의 멤버 센터의 iOS 프로비저닝 포털에서 수행한다. 멤

버 센터의 주 메뉴의 Developer Program Resource에서 iOS 프로비저닝 포털(iOS 

Provisioning Portal)을 선택한다. 이 포털에서 왼편에 위치한 Certificates를 선택하면 

Certificates 페이지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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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5 �

Request Certificate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an iOS Development Certificate라
는 항목의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 Choose File 버튼을 클릭한다. 파일 선택창에서 앞쪽

에서 만든 certificate signing request 파일을 선택하고 Choose File 버튼을 클릭한

다. 파일을 선택한 후 웹 페이지의 오른편에 위치한 Submit 버튼을 클릭한다. 이제 주 

Certificates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고 Pending Issuance 상태의 인증서가 보일 것이다. 

WWDR intermediate certificate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한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를 더블클릭하여 키체인에 설치한다. 이 인증서는 Xcode가 여러분의 인증서가 

유효하고 애플이 발급한 것인지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혹시 여러분이 팀 관리자가 아니면 팀 관리자가 여러분의 요청을 승인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iOS 개발자 프로그램의 관리자라면 여러분의 요청을 스스로 승인

할 수 있다. Current Certificates의 Action 항목에서 Approve 버튼을 클릭한다. 혹시 

Approve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웹 페이지를 새로고침(refresh)하면 Approve 버튼이 

보일 것이다. 이제 인증서가 Issued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인증서는 이제 활성화가 

되었으며, 화면이 새로고침되어 Download 버튼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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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 �

6.3  iOS 개발 인증서 설치하기 

인증서를 요청하고 발급하는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Xcode가 인증서에 접근하여 여러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서명할 수 있도록 인증서가 개발 시스템에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

를 위해 Certificates 페이지의 Download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한다. 다운

로드가 완료되면 더블클릭하여 인증서를 키체인 접근 툴에 로드한다. 성공적으로 작업되었

다면 인증서가 유효하다(This certificate is valid)라는 상태표시와 함께 표시된다.

� 그림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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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증서는 키체인에 설치되었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4  기기 할당하기

개발용 인증서를 설치하는 과정이 끝났으면 다음 단계는 iOS 앱을 테스트할 기기를 등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기의 UDID(Unique Device Identifier)를 프로비저닝 포털

에 등록하는 것이다. 1년에 100개까지의 기기를 등록할 수 있다.

새로운 기기를 등록하는 방법은 iOS 개발자 포털에 로그인하여 수동으로 기기를 추가하

는 방법과 Xcode Organizer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Organizer를 통해 등

록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기기를 연결하고 Xcode에서 Organizer 툴바 버튼을 클릭함

으로써 Organizer를 실행한 후 왼편 화면에서 기기를 선택한 후 Add to Portal 버튼을 

클릭하면 기기 등록이 완료된다. 실제 테스트를 수행할 때 Organizer가 개발자 포털 로

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볼 것이다.

� 그림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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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으로 기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폰의 UDID를 알아야 한다. UDID는 Xcode
나 아이튠즈를 통해 알 수 있다. Xcode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독 커넥터를 이용하

여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Organizer 창이 표시되고 기기의 요약정보가 보인다(물

론 직접 Xcode를 실행하고 툴바에서 Organizer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림 6-8처럼 UDID는 

Identifier 라벨 옆에 표시된다.

또한 아이튠즈로도 가능한데, 왼편 화면의 기기를 선택하고 요약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

다. 화면에 Serial Number 라벨이 보이는데, 숫자를 클릭하면 UDID가 보인다.

기기의 UDID를 확인하였으면 iOS 프로비저닝 포털의 왼편 화면에서 Devices 링크를 

선택한 후 Add Device를 클릭한다. Add Device 페이지에서 40자의 UDID와 이름을 

입력한다.

� 그림 6-9 �

여러 기기를 입력하기 위해 “+” 버튼을 클릭한다. 기기 등록을 위한 입력이 끝나면 

Submit 버튼을 클릭한다. 이제 Devices 페이지에 추가된 기기들이 표시될 것이다.

6.5  App ID 만들기

다음 단계는 앱에 할당할 App ID를 만드는 것이다. 이 ID는 애플의 iOS 생태계(ecosys-

tem)에서 여러분이 만든 앱의 식별자가 된다. App ID를 만들기 위해 프로비저닝 포털의 

App IDs 링크를 선택하고 New App ID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6-10과 같이 Create 
App ID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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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0 �

Description 항목에는 의미 있는 이름을 입력하고 Bundle Seed ID로 이동한다. 이전

에 Seed ID를 만든 적이 없으면 기본 설정인 Generate New를 그대로 사용한다. 만

약 이전에 App ID를 만들었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대신 desired ID를 선택하도

록 한다. 이제 Bundle identifier를 입력하자. 보통 여러분의 도메인명의 역순의 형태에 

앱 이름을 추가한다. 예를 들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MyApp이고 회사의 도메인이 

www.mycompany.com이라면 Bundle identifier는 다음과 같다.

com.mycompany.MyApp

여러 앱에 사용될 수 있는 App ID를 만들고 싶으면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com.mycompany.*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주 App ID 페이지가 보이

고 생성한 ID가 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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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OS 개발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만들기 

프로비저닝 프로파일(Provisioning Profile)은 이 장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엮어 만들어진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은 인증서를 통해 특정 기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하는 것을 지정한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이 생성된 후 이 프로파일은 원하는 애

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닝 포털에서 Provisioning 링크를 선

택한 후 New ProFile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Create Provisioning Profile 
화면에서 다음의 단계를 수행한다.

1. Profile Name 항목에 적절한 이름을 입력한다.

2.  어떤 개발자가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증서 옆의 체크박스로 

선택한다.

3. 메뉴에서 App ID를 선택한다.

4. 앱이 설치될 기기를 선택한다.

5. Submit 버튼을 클릭한다.

처음에는 프로파일의 상태가 Pending일 것이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상태가 Active
로 바뀐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단계는 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이

다.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파일 옆에 Download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될 위치를 지정한

다. .mobileprovision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된다. 파일이 저장되면 독에 있

는 Xcode 아이콘으로 해당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든지, Xcode의 Organizer 창의 

Library아래의 Provisioning Profiles 항목으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프로비저닝 프로

파일이 설치되면 그림 6-11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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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1 �

6.7  개발을 위해 아이폰 기기 활성화하기

Organizer의 왼쪽 화면에 보이는 기기 중에 사용할 기기를 선택한 후 Use for Development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organizer가 애플 개발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볼 것이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하면 Organizer가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기기에 설

치하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6.8  앱에 App ID 연결하기

실제 기기에 개발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iOS 프로비저닝 포털에서 만들고 프로비저

닝 프로파일에서 참조한 App ID를 앱 자체에 내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단

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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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code 왼편 화면에서 project navigator 툴바 버튼을 선택하고 가장 위쪽의 항목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선택한다.

2. 가운데 화면에서 Info 탭을 선택한다.

� 그림 6-12 �

Bundle Identifier 항목에 iOS 프로비저닝 포털에서 만든 App ID를 입력한다. 그림 

6-12처럼 com.mycompany.${PRODUCT_NAME:rfc1034indentifer 형태도 가능

하고, 직접 앱 이름을 넣는 형태인 com.mycompany.HelloWorld 방식도 가능하다.

App ID 설정을 완료하였으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이를 아이폰 혹은 아이팟 터치

에 설치한다.

6.9  iOS와 SDK 버전 호환성

실제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전에 개발에 사용한 SDK의 버전과 기

기의 운영체제 버전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가령, 애플리케이션이 iOS SDK 4.3 버

전으로 개발되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iOS 4.3 이상 버전의 기기에서만 실행될 것이

다. 하위 버전의 기기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Xcode는 “Xcode cannot run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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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device. No Provisioned iOS devices are available. Connect an iOS 

device or choose an iOS simulator as the destination”과 같은 에러를 표시한다.

iOS 버전 문제 때문에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잊고 있으면 에러 문구만 보고 실제

로는 문제가 없는 연결 상태나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인증서의 문제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에러 문구를 본다면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인증서, 연결 상태 등

을 점검하기에 앞서 iOS 버전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6.10  앱을 기기에 설치하기

Xcode의 왼편 상단 화면에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목표를 설정하는 드롭 다운 메

뉴가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시뮬레이터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앱은 해당하는 시뮬레이터에

서 실행될 것이다. 실제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하려면 연결된 장치로 적

절하게 변경한다. 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Run 버튼을 클릭하고 컴파일과 링크 상태

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자. 애플리케이션의 빌드가 완료되면 Xcode는 여러분의 개발자 

인증서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명해야 한다. 만약 “codesign wants to sign using key 

‘<key name>’”라는 키체인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Allow나 Always Allow(이

후 다시 묻지 않을 것이다)를 선택한다. 서명이 끝나면 “Installing <appname>.app on 

iPhone...”으로 상태가 바뀐다. 잠시 후에 앱이 설치되고 자동으로 기기에서 실행된다. 

이제 실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6.11  요약

물론 iOS 6 SDK의 iOS 시뮬레이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우 유용한 도구다. 그렇지

만 실제 아이폰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아

이폰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