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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iOS 6 
Development
Ess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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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