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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여러 추측과 루머가 가득했던 ‘애플 워치(Apple Watch)’는 애플이 선보인 첫 번째 웨어러

블(wearable) 디바이스입니다. 애플 워치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애플 워치는 애플이 바라보는 웨어러블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애플 워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WatchKit 앱을 만들

어본 경험을 가진 독자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애플 워치에서만 구동되는 앱은 없습니

다. WatchKit 앱은 온전한 기능을 가진 아이폰 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기능들

을 빠르고 가볍게 제공하기 위한 앱(익스텐션, extension)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애플 워치에서 동작하는 WatchKit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애플 워치가 제공하는 컴포넌트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다양한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과 데이터(메시지)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성상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아키텍처, 연동되는 과

정, 생명주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단순히 기능과 기술만 배우는 것을 넘어 개념과 원

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인 watchOS 2와 Swift 2를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기술과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는다면 WatchKit 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

다. 하지만 아이폰 앱 개발 경험이 없는 독자라면 이 책에 앞서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8 프로그래밍》(제이펍)을 먼저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 워치만을 

위한 앱은 없으며, iOS 앱 개발 경험과 지식이 WatchKit 앱을 만들거나 이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멋진 WatchKit 
앱’을 개발할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손목에 있는 애플 워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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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그 앱’이 설치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원서의 내용을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만이 아닙니다. 저

자가 의도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개발 현실과 용어들로 옮기는 작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번역서는 역자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지식이 만들어내는 결

과물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에 많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판물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 인쇄된 

이후에 발견되는 부족함을 채우고자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petersboo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오탈자나 Q&A 또는 최신 소식들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참으로 많은 분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는데, 언제나 부끄럽게도 저의 이름만이 표지에 있

네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결

같은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출간 전에 오류 여부를 검토해주신 베타리더분들과 ‘제이펍’의 여

러분들께도 이 공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옮긴이 황반석



핵심만 골라 배우는 애플 워치 프로그래밍xvi  

  강미희(휴인시스텍)

‘핵심만 골라 배우는’ 시리즈답게 WatchKit 앱 개발을 하기 위한 핵심이 쏙쏙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새로운 앱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만들었던 iOS 앱에 WatchKit 
앱을 추가하여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김용균(이상한모임)

watchOS를 위한 WatchKit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

제가 제공된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iOS 개발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제와 함께 

Xcode 활용도 세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iOS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책에서 제공

되는 내용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동기부여에 좋은 촉매제가 되리라 봅니다. 하나 더 

부언하자면, 깔끔한 번역을 한 역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윤봉

기존 iOS 앱 개발자뿐만 아니라 처음 개발을 접하는 독자도 예제를 따라 쉽게 배울 수 있

는 구성입니다. 애플 워치 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레퍼런스

로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더불어, 포함된 코드가 Swift로 작성되어 있어 Swift를 이

용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생각만 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Swift에 대한 접근을 쉽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다만, Swift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후
기

베
타
리
더



베타리더 후기 xvii    

  노승헌(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아이폰, 아이패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과연 애플 워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

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만에 Xcode를 이용하여 코드를 한 줄 한 줄 입력해보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리뷰하였습

니다. 덕분에 아직 구입하지 못한 애플 워치에 대해 이해하고 Swift에 대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애플 워치를 이용한 간단하지만 다양한 예제

를 통해 애플 워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iOS 앱과 어떻게 기능을 분배하여 

사용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제들이지만 분명 

초보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을 내용이라 애플 워치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 기획자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염성욱(삼성SDS)

번역서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훌륭하게 번역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애플 워치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소설처럼 술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읽힙니다. 

  이한국(VINYLX)

이번 베타리딩 기회를 통해 WatchKit 앱 개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익히게 되었습니

다. WatchKit 앱의 핵심 컴포넌트를 적절한 예제를 통해 직접 구현해볼 수 있었고, 

watchOS 2의 새로운 내용도 담겨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wift 프로그래밍 언어

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차근차근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초보자들이 보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장윤주(탱그램팩토리)

애플 워치를 위한 앱 개발을 예제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중급 이상의 개발자들보다는 애플 워치를 처

음 접하는 개발자들에게 입문서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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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주(원티드랩)

애플은 개발자를 항상 공부하게 합니다. 애플 워치도 처음 발표되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watchOS 2로 더욱 좋아지고 새로워졌습니다. watchOS 2에 맞춰 추가된 내용과 자세한 

설명으로 쉽게 읽고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인터넷에서 원서를 찾아보며 비교를 

해봤는데, 원서에는 없지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추가되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이폰이

나 아이패드 앱 개발 경험이 있다면 애플 워치 앱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현(커머스플래닛)

애플 워치 앱 개발을 위한 기능을 잘 담고 있고, 기능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실습을 위한 예

제가 잘 포함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따라 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 워치가 없

더라도 iOS 개발자라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워치 앱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쉬운 

내용, 읽기 편한 구성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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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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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에 발표된 애플 워치(Apple Watch)는 웨어러블(wearable) 시장에 진출한 애

플의 첫 번째 디바이스다.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시와 함께, 개발자들이 아이폰 기반

의 iOS 앱에 애플 워치 앱 익스텐션(extension)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WatchKit 프레

임워크도 발표되었다. 2015년 6월, 애플은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두 번째 버

전인 watchOS 2를 발표하였다. 새롭게 발표된 watchOS는 애플 워치의 성능을 크게 향상

시켰으며, WatchKit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였다.

이 책은 Xcode(엑스코드)와 스위프트(Swift) 프로그래밍 언어로 iOS 앱 개발을 해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테이블, 내비게이션, 사용자 입력 처리, 이미지 작업, 맵, 메뉴 등의 주

제를 다루기 전에 WatchKit 앱과 watchOS 2 앱 개발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부터 

시작한다.

또한, 이 책은 WatchKit 앱과 부모 앱(iOS 앱)과의 통신, 사용자 정의 폰트 작업, 사용자 인

터페이스 애니메이션, clock face complication(옮긴이_앱의 특정 정보를 시계 화면에 표시하

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계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UI 요소)과 사용자 정의 알림(notification)을 설

계하고 구현하는 고급 주제들도 다룬다.

“핵심만 골라 배우는” 시리즈의 모든 책들처럼 《핵심만 골라 배우는 watchOS 2 프로그래

밍》 역시 애플 워치용 WatchKit 앱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 예제, 그리고 따

라하기식 튜토리얼로 구성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참고서가 되게 한다.

시작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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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스 코드 다운로드

이 책에 포함된 예제에 대한 소스 코드와 Xcode 프로젝트 파일은 다음의 URL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Jpub/watchOS2

1.2  피드백

우리는 이 책을 구매한 여러분이 만족하길 바라고 있다. 이 책을 읽다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질문 사항이 생긴다면 역자(naya.peter@gmail.com)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1.3  오탈자

이 책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다루는 주제의 범위와 복잡성 때

문에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발견된 문제는 다음의 URL을 통해 해결 방법과 수정사항을 

밝히도록 하겠다.

 URL     http://cafe.naver.com/petersbook

만약 역자의 인터넷 카페에 표시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카페에 글을 쓰거나 역자

(naya.peter@gmail.com)에게 이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https://github.com/Jpub/watchOS2
mailto:naya.peter@gmail.com
http://cafe.naver.com/petersbook
mailto:naya.peter@gmail.com


2.2 WatchKit앱?혹은iOS앱? 3    

애
플 워치 앱을 생성하기에 앞서 watchOS 2 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iOS 애플리케이션 

구조에 접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watchOS 2 앱의 개요를 살펴볼 것이

며, 앱을 구조화하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담을 것이다.

2.1  watchOS 앱이란?

watchOS는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 이름이다. 애플 워치 디바이스

가 발표되기 전에는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만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애플 워치의 등장으로 iOS 개발자가 

watchOS에서 동작하는 앱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watchOS 앱은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사용자

의 동작(액션) 결과나 로컬 알림 또는 원격 알림에 대해 특정한 형태로 응답하는 앱이다. 

watchOS 앱이 실행되면,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와 컨트롤이 

표시되는 애플 워치 화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 

2.2  WatchKit 앱? 혹은 iOS 앱?

iOS 앱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킷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된다. watchOS 앱 개

발에도 여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watchOS에서 사용되는 가장 주된 프레임워

watchOS 2 앱의 개요
2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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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WatchKit 프레임워크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는 앱을 “watchOS 앱”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들 앱

은 WatchKit 앱(WatchKit apps)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는 

앱을 부르는 용어로는 이것이 약간 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애플의 마케팅 문서나 기술 문

서를 보면, 애플 워치 앱이 워치 앱(watch app), WatchKit 앱, 또는 watchOS 앱으로 불리

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책에서는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도

록 설계된 앱을 WatchKit 앱이라 부를 것이다.

2.3  WatchKit 앱과 iOS 앱

WatchKit 앱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WatchKit 
앱은 기존의 iOS 앱에 대한 익스텐션(extension)으로만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iOS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존의 iOS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WatchKit 앱은 생성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아이폰 iOS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애플 워치가 나오기 전에는 사용자가 앱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을 꺼내서 디바이스의 잠금을 해제하고 앱을 실행한 다음에 아이폰 화면에서 날씨 정

보를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애플 워치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iOS 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애플 워치를 통해 표시되도록 하려면 개발자는 iOS 앱에 

WatchKit 앱 익스텐션을 추가하고, 애플 워치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적절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설계해야 하며, 적절한 날씨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응답하도록 로직

을 구현해야 한다.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폰 디바이스에 있는 iOS 앱을 실행하는 대신, 

이제 사용자는 애플 워치에서 WatchKit 앱을 실행하여 날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애플 워치의 화면 크기는 아이폰 모델들 중 가장 작은 아이폰의 화면 크기보다

도 훨씬 더 작다는 점이다. 따라서 WatchKit 앱은 아이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의 일부분

만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는 여전히 iOS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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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atchOS SDK 프레임워크

애플 워치 하드웨어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watchOS 2 운영체제이며, 그 운영체

제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watchOS SDK를 구성하기 위하여 결합된 프레임워크의 집

합이다. WatchKit 앱은 watchOS SDK에 있는 여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된다. 이 

문장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그림 2-1과 같이 표현된다.

WatchKit 앱

WatchOS SDK

WatchOS

애플 워치 하드웨어

  그림 2-1  

앱 개발자에게 중요한 계층은 여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watchOS SDK일 것이다. 

그림 2-2는 watchOS용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watchOS 2 SDK에 포함된 프레

임워크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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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Kit 프레임워크와 Watch Connectivity 프레임워크를 제외한 다른 프레임워크들

은 iOS 개발자에게 친숙하겠지만, iOS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프레임워크의 모든 기능을 

watch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2.5  WatchKit 앱의 핵심 요소들

WatchKit 앱은 WatchKit 앱(WatchKit app)과 WatchKit 익스텐션(WatchKit extension)으로 

구성된다.

익스텐션은 iOS 8 SDK에 포함되어 출시된 기능이며, 원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이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었다. 예를 들어,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iOS
의 사진(Photos)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는 개발자가 포토 에디팅 익스텐션(Photo Editing extension)으로 해당 기능을 구현해야 사

용자가 사진 앱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그 기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익스텐션 유형들도 문서 저장을 수행하거나, 사용자 정의 키보드를 생성하거나, 또는 

iOS 알림 창(notification panel)에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포함시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워치와 watchOS의 도입으로 익스텐션의 개념은 iOS 앱의 기능을 WatchKit 
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익스텐션은 해당 iOS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별도의 실행 바이너리(binary)

다. 익스텐션은 독립적인 바이너리의 형태를 취하지만, 반드시 iOS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로 제공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는 iOS 애플리케이션은 포함하는 앱

(containing app) 또는 부모 앱(parent app)이라고 불린다. 포함하는 앱은 반드시 유용한 기능

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익스텐션만 제공하는 빈(empty) 애플리케이션이어서는 안 

된다.

WatchKit 익스텐션을 포함하는 iOS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폰 디바이스에 설치되면, 

WatchKit 앱과 이와 연관된 WatchKit 익스텐션이 아이폰과 연결되어 있는(paired)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 전송되고 설치된다. 사용자가 애플 워치에서 WatchKit 앱을 실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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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Kit 프레임워크는 앱 초기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WatchKit 익스텐션을 실행

한다.

2.6  기본적인 WatchKit 앱 구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WatchKit 앱의 구현체는 WatchKit 앱과 WatchKit 익스텐션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 설치되고 실행된다. 이것은 WatchKit 앱의 기

능을 제공하는 책임이 WatchKit 앱과 WatchKit 익스텐션에게 어떻게 나뉘는지 의문을 갖

게 한다. 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WatchKit앱●―●사용자●인터페이스를●포함하는●스토리보드●파일과●리소스(이미지와●설정●파일●등)

로●구성된다.

●●● WatchKit익스텐션●―●WatchKit●앱의●기능과●함께●관련된●사용자●인터랙션을●제공하기●위한●모

든●코드를●포함한다.●익스텐션●역시●이미지나●미디어●파일●같은●리소스들을●가질●수●있다.

2.7  WatchKit 앱의 진입점

사용자가 WatchKit 앱에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 홈화면(HomeScreen)●―●애플리케이션이●설치되었다면●애플●워치의●홈●화면에●아이콘이●나타

날●것이다.●사용자가●이●아이콘을●선택하면●앱이●로드되고●메인●사용자●인터페이스●화면이●표시

된다.

●●● 글랜스(Glance)●―●WatchKit●앱을●개발할●때●글랜스(Glance)●인터페이스를●앱에●추가하는●옵션을●

사용할●수●있다.●이것은●스크롤되지●않으며,●읽기●전용인●단일●화면이며,●일반적으로●앱의●풀●버

전이●표현하는●정보에●대한●요약●정보를●표시하는●데●사용된다.●글랜스는●사용자가●애플●워치●화

면의●위쪽으로●스와이핑(swiping)할●때●접근할●수●있으며,●사용자가●탭하면●해당●WatchKit●앱이●실

행된다.

●●● 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s)●―●애플●워치에●WatchKit●앱에●대한●알림이●나타날●경우,●그●알림을●

터치하면●앱이●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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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요약

WatchKit 앱은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이다. WatchKit 
앱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없으며, 기존의 iOS 애플리케이션의 익스

텐션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WatchKit 앱은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 설치되며, 리소스 파일들

과 함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스토리보드 파일로 구성된다. WatchKit 익스텐션 

역시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 설치되며, WatchKit 앱의 동작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코

드 로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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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WatchKit 앱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였으니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간단한 예

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번 장에서 생성될 프로젝트는 애플 워치 화면에 메시지와 이미지를 표시하는 기초적인 

WatchKit 앱이다.

3.1  WatchKit 앱 프로젝트 생성하기

Xcode를 실행하여 환영 화면(Welcome screen)에서 Create a new Xcode project 옵션을 

선택하자. 템플릿 화면에서 왼쪽 패널의 watchOS 아래에 있는 Application 옵션을 선

택하고 iOS App with WatchKit App을 선택한다. Next 버튼을 클릭하고, Product Name
에 WatchKitSample이라고 입력하고 여러분의 회사명(organization name)과 식별자

(organization identifier)를 입력한 다음, Devices 메뉴를 Universal로 설정하여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화면에 맞도록 한다. Language 메뉴를 Swift로 하고 Include 

Notification Scene 옵션을 해제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하자. 이렇게 한 후에 나타난 마지막 

화면에서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Xcode 프로젝

트의 메인 창이 나타나도록 한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살펴보면, iOS 앱 타깃뿐만 아니라 

WatchKit 익스텐션과 WatchKit 앱을 위해 추가된 새로운 폴더들이 있을 것이다(그림 3-1 

참조). 이 폴더에는 WatchKit 앱의 모양과 동작에 관련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제 WatchKit 앱 만들기
3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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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3.2  iOS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하기

다음 단계는 iOS 앱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Main.storyboard 파일에 포함될 것이며, Main.storyboard 파일은 Xcode 창의 왼쪽 편에 있

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 있다. 이 파일을 클릭하여 인터페이스 빌더 환경을 로딩하

자. Main.storyboard 파일이 로드되었다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Object Library) 패널에서 

레이블(Label) 뷰를 찾아 스토리보드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레이블을 더블클릭하여 

텍스트를 “Welcome to WatchKit”으로 변경하고, 그림 3-2와 같이 레이블의 위치를 조정

하여 레이아웃 캔버스의 정중앙에 있도록 하자.



3.2 iOS앱의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하기 11    

  그림 3-2  

레이아웃 캔버스에 새롭게 추가한 레이블을 선택하고, 그림 3-3과 같이 인터페이스 빌더 패

널의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Resolve Auto Layout Issues 메뉴를 열자.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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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가 열리면 Reset to Suggested Constraints 옵션을 선택하자. 이 옵션은 시스템이 추천하

는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폰 화면에서 실

행되든지 아이패드 화면에서 실행되든지와는 상관없이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되도록 한다.

iOS 애플리케이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성되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아이폰 디바이

스나 iOS 시뮬레이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해보자.

3.3  WatchKit 앱 스토리보드 설계하기

다음으로 할 작업은 WatchKit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프로

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 있는 WatchKitSample WatchKit App 폴더의 Interface.storyboard 파

일에서 한다. 이 파일을 선택하여 그림 3-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도록 인터페이스 빌더를 

로딩하자.

  그림 3-4  

WatchKit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작업에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Object 

Library) 패널의 객체들을 레이아웃 캔버스로 드래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 객체들을 레이아웃 캔버스에 추가하면 객체들이 수직 방향으로 배치된다. 그런 다음, 

추가된 객체들은 스토리보드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크기 및 위치 속성들과 결합된 실행 화

면의 영역을 기반으로 런타임 시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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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미지와 레이블을 표시하도록 한다. 오브젝트 라이

브러리 패널에서 이미지(Image) 객체를 찾아 화면 레이아웃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자. 마찬

가지로, 레이블(Label) 객체를 이미지 객체 밑으로 옮기자. 새롭게 추가된 레이블 객체를 더

블클릭하여 텍스트를 “Hello WatchKit”으로 변경하여 전체 레이아웃이 그림 3-5와 같이 

되도록 한다.

  그림 3-5  

앱을 테스트하기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객체에 몇 가지 추가적인 속성을 설정하

자. 먼저, 이미지 객체에 어떤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한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

트에 이미지 파일을 추가해야 한다. 다음의 URL에서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sample_

images 폴더를 찾아보면 watch_image@2x.png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이 있을 것이다.

 URL     https://github.com/Jpub/watchOS2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WatchKitSample WatchKit App에 속해 있는 Assets.xcassets 

항목을 선택하여 이미지 에셋 카탈로그가 메인 패널에 로드되도록 한다. 파인더(Finder) 창

에서 watch_image@2x.png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그림 3-6과 같이 에셋 카탈로그의 왼쪽 패

널로 드래그 앤 드롭하자.

https://github.com/Jpub/watch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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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이미지 파일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었다면, 앱이 실행될 때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이미지 객체

를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보드 화면에서 이미지 객체를 선택하고 유틸리티 패널에 있는 애

트리뷰트 인스펙터(Attributes Inspector, View  Utilities  Show Attributes Inspector)를 열자. 

인스펙터 패널에서 Image 속성의 드롭 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watch_image를 선택한다.

  그림 3-7  

마지막으로, 화면에 있는 레이블 객체를 선택하고 애트리뷰트 인스펙터 패널의 Alignment 속

성을 수정하여 텍스트를 레이블의 중앙에 배치한다. 이렇게 하고 화면을 확인해보면 텍스트는 

여전히 레이아웃의 왼쪽에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텍스트가 레이블 내에서 중앙에 오도록 설

정했지만 레이블 객체 자체는 여전히 화면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수정

하기 위하여 애트리뷰트 인스펙터 패널의 Alignment 섹션을 찾아 Horizontal 속성을 Lef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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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로 변경하자. 그림 3-8은 변경된 애트리뷰트 인스펙터 패널을 보여준다.

  그림 3-8  

3.4  WatchKit 앱 실행하기

이제 남은 것은 WatchKit 앱을 실행하여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이번 예제는 시뮬레이터 환경을 이용하여 실행한다. WatchKit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Xcode 툴바에서 실행 타깃을 변경해야 한다. 툴바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킴을 선택하

고 그림 3-9와 같이 드롭 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WatchKitSample WatchKit App  iPhone 6 

+ Apple Watch - 38mm 옵션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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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WatchKit 앱을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자. 시뮬레이터가 로드되면 두 개의 창이 나타

날 것이다. 하나는 아이폰 6 디바이스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애플 워치 디바이스를 나타

낸다. 잠깐 기다리면 그림 3-10과 같이 WatchKit 앱이 워치 시뮬레이터 화면에 나타날 것

이다.

  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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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제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서 앱 실행하기

실제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서 앱을 테스트하려면 애플 워치와 연결된(pairing) 아이폰을 연

결하고, 그림 3-11과 같이 Xcode 툴바 패널에서 대상 디바이스로 선택한다.

  그림 3-11  

WatchKitSample WatchKit App이 실행 타깃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

하고 애플 워치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이 나타나길 기다리자. 아이콘이 나타났다면 그 아이콘

을 터치하여 앱을 실행한다.

3.6  화면 제목과 색상 설정하기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 애플 워치 화면의 상단 영역은 상태바(status bar)이며, 시간의 왼쪽 영

역에 타이틀이 표시될 수 있다. 타이틀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에 있는 화면을 

클릭하여 파란색으로 강조되게 하고, 애트리뷰트 인스펙터(Attributes Inspector) 패널을 열

어 Title 필드에 화면의 제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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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WatchKit 앱에 있는 모든 화면 타이틀의 포그라운드 색상은 스토리보드 파일의 Global Tint 속

성에 따라 설정된다. 이 속성을 설정하려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Interface.storyboard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인스펙터(File Inspector, View  Utilities  Show File Inspector)를 연다. 파일 

인스펙터 패널에서 Global Tint 속성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해보자(그림 3-13 참조).

  그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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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다시 실행하면 스토리보드에 있는 화면의 타이틀은 선택된 포그라운드 색상으로 렌더

링된다.

Global Tint 속성의 색상은 쇼트 룩 노티피케이션(short look notification) 패널에서 앱 이름

이 표시될 때도 사용된다. 쇼트 룩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32장 “WatchKit 노티피케이션 개

요”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7  프로젝트에 앱 아이콘 추가하기

모든 WatchKit 앱은 연결된 아이콘이 있어야 한다. 아이콘은 애플 워치 홈 화면에서 앱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알림을 받았거나 아이폰 기반의 애플 워치 앱에서 어떤 앱인지 식별할 

때 사용된다. 표시되는 아이콘의 위치와 앱이 실행되는 애플 워치의 크기에 따라 여러 크기

의 아이콘을 만들어야 한다. 표 3-1은 요구되는 아이콘 크기들을 보여준다.

아이콘 38mm 애플 워치 42mm 애플 워치

홈 화면 80 x 80픽셀 80 x 80픽셀

롱 룩 노티피케이션(Long Look Notification) 80 x 80픽셀 88 x 88픽셀

쇼트 룩 노티피케이션(Short Look Notification) 172 x 172픽셀 196 x 196픽셀

알림 센터 48 x 48픽셀 55 x 55픽셀

  표 3-1  

표 3-1에 나열된 아이콘뿐만 아니라 애플 워치와 연결된(paired) 아이폰 디바이스에 표시될 

애플 워치 앱 아이콘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버전의 아이콘이 필요하며, 각각은 아이

폰(@2x) 모델과 아이폰 플러스(@3x) 모델에 나타날 것이다.

아이콘 아이폰 @2x 아이폰 플러스 @3x

애플 워치 앱 58 x 58픽셀 87 x 87픽셀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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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 생성한 앱은 노티피케이션(notificatio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홈 화면 아이

콘과 애플 워치 앱 아이콘만 프로젝트에 추가해도 된다. 알림 아이콘에 대한 내용은 33장 

“WatchKit 노티피케이션 튜토리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홈 화면 아이콘은 24비트 색심도(color depth)로 80x80픽셀 크기의 원형이어야 한다. 이미

지는 반드시 PNG 포맷으로 파일명 끝에 “@2x”라고 붙여야 한다(예를 들면, HomeIcon@2x.

png).

아이콘은 WatchKit 앱 타깃의 에셋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패널에서 

WatchKitSample WatchKit App 폴더에 속한 Assets.xcassets 파일을 선택한다. 에셋 카탈로

그 패널에서 AppIcon 이미지 세트를 선택하자(그림 3-14 참조).

  그림 3-14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인더(Finder) 창에서 아이콘을 찾아 이미지 세트의 해당 위치

에 각각 드래그 앤 드롭한다. 이번 예제를 위한 앱 아이콘은 다운로드한 샘플 코드에서 app_

icons 폴더에서 찾을 수 있다.

다운로드한 아이콘을 찾았다면 그림 3-15와 같이 이미지 에셋 카탈로그의 Apple Watch 

Home Screen (All) 위치에 HomeIcon@2x.png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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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AppleWatchIcon@2x.png와 AppleWatchIcon@3x.png라는 이름의 애플 워치 앱 아이콘은 각

각 Apple Watch Companion Settings 2x와 3x 위치에 둔다. 이렇게 아이콘들을 추가했다면 

그림 3-16과 같아질 것이다.

  그림 3-16  

샘플 WatchKit 앱을 다시 컴파일하고 워치 시뮬레이터나 실제 애플 워치 디바이스에서 실

행하면 추가한 아이콘이 홈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시뮬레이터에서는 Hardware  Home 메뉴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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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선택하여 홈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3.8  요약

이번 장에서는 간단한 WatchKit 앱을 생성하는 과정과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실행하

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WatchKit 앱은 기존의 iOS 앱 프로젝트의 타깃처럼 추가된다. 

WatchKit 타깃이 추가되면 Xcode는 WatchKit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스토리보드

와 WatchKit 익스텐션 템플릿을 위한 기초 코드를 생성한다. WatchKit 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 파일에 설계되며, 인터페이스 빌더 환경에서 UI 객체들을 선택하

고 배치하며, 시각적 요소들의 모양과 위치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속성들을 설정하게 

된다. WatchKit 앱이 실행되는 것을 테스트하려면 Xcode 툴바에서 적절한 실행 타깃을 먼

저 선택해야 한다.

WatchKit 앱을 배포하기 전에 앱 아이콘을 WatchKit App 타깃의 이미지 에셋 카탈로그

에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할 아이콘들은 이번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애플이 정한 크기

와 형태의 이미지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