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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글

이 책은 「아이폰 앱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아이폰 앱 개발은 소스 코드 작성법이나 화면(사용자 인터페이스)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은 특
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어보고 싶을 뿐」이지만 시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작
도 못해보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도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폰에서 앱을 사용할 때는 별 어려움 없이 간단하고 쉽게 했으니, 앱을 개발할 때도 쉽고 간
단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앱을 개발
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Xcode에는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알기 쉬운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아이폰 앱을 「보이는 그대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Xcode 3까지는 인터페이스 빌더가 별도의 독립된 소프트웨어였지만, Xcode 4로 넘어오면서
Xcode 본체와 통합되었습니다. 앱 화면을 디자인할 때 자연스럽게 표시되므로 더 사용하기 쉽
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Xcode 4용 인터페이스 빌더의 사용법을 중심으로, 아이폰 앱 개발 방법을 설
명합니다.
아이폰 앱 개발에 익숙한 분들 중에는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프로
그래밍에 정통해 있어서 도구를 사용해 만드는 것보다 세밀하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에 정통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면 직관적인 디자인이 가능하
며, 앱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앱 개발
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니 일단은 자신의 손으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해나가면 그 앞에
무한히 펼쳐진 앱의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발
하고 매력적인 앱을 전 세계를 향해 릴리즈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모리 요시나오

옮긴이의 글

아이폰 앱 개발 관련 서적은 서가에 범람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책은 그리 많지 않습
니다. 이 책은 그 중 몇 안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 중 하나라고 자신합니다. 역자 또한 아이
폰 앱 개발 능력을 손에 넣고 싶어 여러 책을 섭렵했지만 제대로 설명하는 책이 별로 없었습니
다. 이 책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앱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그만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앱 개발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좌절했
던 분들에게 더욱 추천합니다.
물론 이 책만으로 아이폰 앱 개발 능력을 숙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항목을 설명하느라 설명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 아이폰 앱 개발 방법을 개략적으로 이해한 후에는 아이폰 앱의 개발 언어인 오브젝티브 C
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오브젝티브 C에 대한 숙
달 정도가 참신하고 유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은 아이폰 앱 개발 환경 꾸미기와 오브젝티브
C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앱 개발 맛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0장은 아이폰 앱에서 사용하
는 여러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12장에서
는 개발한 앱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잘 마무리하는 방법과 실제 아이폰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번 번역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번역 도중 Xcode 버전이 바뀌
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번역해야 했습니다).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주신 임성춘 편집장님과
조악한 문장이 글이 되게 해주신 편집자님, 맛깔스런 책으로 만들어주신 박진희님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하며, 사랑하는 아내 윤주와 아빠의 배경이 되어준 멋진 딸 이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
을 전합니다.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아이폰 앱도 수십 만개지만 비슷비슷한 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입니다. 앱들의 바다에서 마치 등대처럼 유용하게 반짝이는 앱 개발자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1년 겨울을 맞이하는 동경 한편에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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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_ 「행을 선택하면 화면이 슬라이드되고 하위 계층 화면이 표시됩니다」

377

10-3 셀 사용자 지정 : 셀의 표시 사용자 지정하기

386

Lecture _ 셀을 조금만 변경하는 방법

386

테이블 뷰 전체의 배경색 설정

386

셀의 높이 설정

387

문자열 내용 설정

387

문자열의 색 설정

387

폰트나 크기 설정

388

셀의 액세서리 설정

388

셀 스타일 설정

389

Lecture _ 셀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법

389

Practice _ 「테이블 뷰의 셀을 직접 작성합니다」

395

11장 앱 완성하기
11-1 아이콘

404

Lecture _ 아이콘 설정 방법

404

Practice_「앱에 아이콘을 설정합니다」

406

11-2 초기 화면

409

Lecture _ 초기 화면 작성 방법

409

Practice _ 「앱에 초기 화면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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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역화
Lecture _ 지역화 방법

414
414

앱 이름 전환 방법

414

사용하는 문자열을 전환하는 방법

417

사용하는 그림을 전환하는 방법

419

Practice _ 「앱을 지역화합니다」

421

12장 실제 기기 테스트
12-1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하기

426

Lecture _ iOS Developer Program에 유료 회원 등록하기

426

Lecture _ 「Organizer」에서 Provisioning Profile 만들기

427

Organizer
Lecture _ 앱을 실제 아이폰에 설치해서 실행하기

427
430

Practice
난이도 : ★☆☆☆☆
제작 시간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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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으로 경고창을 표시합니다」

8장

먼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레이블과 버튼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 레이블과 버튼을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레이블명(변수)」과 「버튼을 탭했을
때 실행할 기능명(메소드명)」을 헤더 파일(.h)에 만들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레이블과 버튼을 「연결」합
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부분을 구현 파일(.m)에 작성합니다. 버튼을 탭했을 때 실행할 기능(메소드)을 만들고,
이 메소드에서 경고창을 만들어 표시하고 해제합니다. 또, clickedButtonAtIndex 메소드를 준비해서 어느 버
튼을 탭했는지 레이블에 표시합니다.

3장

【개요】

8장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버튼을 배치하고, 소스 에디터에서 「버튼을 탭하면 경고창을 표시하고 OK와 Cancel 중 어
느 버튼을 탭했는지 레이블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5장

소스 에디터

6장
8장

사용자가 조작

8장
8장

「버튼이 탭되어 tapBtn이 호출되면, 경고창을 만들어 표시합니다(확인합니다. OK입니까? Cancel, OK). 버
튼을 탭하면 해당 버튼의 번호를 확인해서 OK인지 Cancel인지를 myLabel에 표시합니다.」

8장

무슨 의미인가요?

8장

버튼이 탭되면 경고창을 표시하고, 경고창에서 다시 버튼이 탭되
면 레이블에 문자열 설정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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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Xcode를 실행하고 「Create a new Xcode project」를 선택한 후, 「View-based Application」을 선택
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한 후 「Project Name」과 「Company Identifier」를 설정하고 다시 [Next]를 클릭
하여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명을 「alertViewTest」로, 회사 식별자를 「com.myname」으로
지정했습니다.

2

여러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 「alertViewTestViewController.xib」를
클릭하여 인터페이스 빌더를 표시하고
메뉴에서 [View] - [Utilities] - [Object
Library]를 선택합니다.

3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레이블과 버튼을 만
듭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의 [Object Library]에
서 「Label」과 「Round Rect Button」을
「View」로 드래그합니다. 레이블은 문자
열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설
정해둡니다.

158 5장

4

소스 에디터로 레이블명과 버튼을 탭했을 때 실행할 메소드명을 만듭니다.
가지 소스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interface…{ ~ } 사이의 행과 } 다음 행에 각각 다음과 같

1장

Xcode로 돌아가서 .h 파일(alertViewTestViewController.h)을 선택합니다. .h 파일에는 이미 여러
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후에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8장

01 IBOutlet UILabel *myLabel;

3장

01 -(IBAction) tapBtn;

8장
5장

alertViewTestViewController.h

6장

「레이블명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레이블을 연결」합니다.
「alertViewTestViewController.xib」를 클릭해서 인터페이스 빌더를 표시하고, Dock의 「File’s
Owner」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8장

5

「myLabel」 오른쪽에 있는 「○」를 드래그해서 선을 잡아늘려 레이블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

8장

이블명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레이블이 연결」됩니다.

8장
8장
8장

레이블명 오른쪽에 있는 ○를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연결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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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소드명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버튼을 연결」합니다.
Dock의 「File’s Owner」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Received Action」 항목에서 「tapBtn」 오른
쪽에 있는 「○」를 드래그해서 선을 잡아늘려 버튼에 연결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액션 리스트에서 「Touch Up Inside(탭)」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Xcode에서 만
든 메소드명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만든 버튼이 연결」됩니다.

메소드명 오른쪽에 있는 ○를 드래그해서 버튼에 연결

7

Touch Up Inside 선택

소스 에디터로 버튼을 탭하면 경고창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m 파일(alertViewdatePickerTestViewController.m)을 선택합니다.
@implementation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또, 어느 버튼을 탭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clickedButtonAtIndex 메소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레이
블에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01 - (IBAction) tapBtn {
02

UIAlertView *alert = [[UIAlertView alloc]

02

initWithTitle:@"Alert Test"

03

message:@"OK Cancel Test?"

04

delegate:self

05

cancelButtonTitle:@"Cancel"

06

otherButtonTitles:@"OK", nil];

08

[alert show];

09

[alert release];

10 }
11 -(void)alertView : (UIAlertView *)alertView clickedButtonAtIndex: (NSInteger)buttonIndex {
12

if (buttonIndex == 1) {

13
14

myLabel.text = @"OK";
} else {

15
1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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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abel.text = @"Cancel";
}

1장
8장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합니다.
[Scheme]의 풀다운 메뉴에서 「Simulator」를 선택하고, [Run]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8장

8

3장

alertViewTestViewController.m

5장

버튼을 탭하면 경고창이 표시되고, [OK] 버튼을 선택하면 “OK”, [Cancel] 버튼을 선택하면

6장

iOS 시뮬레이터가 시작되고 프로그램(앱)이 실행됩니다.
“Cancel”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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