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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 그리고 이 책

잠시 ‘여러분’에 관해 이야기를 할까 한다. 여러분은 iOS나 Mac OS X용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쌓인 프로그래밍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위에서 나의
예전 책들(《iOS Programming: The Big Nerd Ranch Guide》와 《Cocoa Programming for Mac OS
X》)이 좋을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우겠지만, 그 책들은 전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책을 탐독하면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슷한 책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겠지만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이 읽어야
할 책이다. 왜일까? 나는 매우 오랫동안 iOS용과 Mac용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관해 강
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 여정에서 그때그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꿰뚫고 있
다. 필요한 지식을 추려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발라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 덕
분에 수많은 지혜를 이 책에 담아내었고, 군더더기를 말끔히 덜어내었다.
나의 접근법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단순히 오브젝티브-C의 문법만을 이해
시키려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선배 프로그래머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법 덕택에 이 책에서는 무거운 주제도 쉽게 다룰 것이다. 물론 쉽게 읽힌다고
장담은 하지 못한다. 더구나 개념 하나하나마다 거의 예외 없이 프로그래밍 경험도 함께
쌓아야 한다. 개념을 배우고 더불어 바로바로 그 개념을 실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
래밍을 배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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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오브젝티브-C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파일시스템에서 메모리(RAM)로 파일이 복사된다. 그리고 그 파
일에 들어 있는 명령어들을 컴퓨터가 실행해준다. 이들 명령어는 사람이 아무리 들여다
봐야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람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셈블리 코드(assembly code)라는 것이 있
다. CPU(컴퓨터의 뇌)가 수행하는 모든 단계를 이 어셈블리 코드로 직접 기술해야 한다.
이 코드를 어셈블러(assembler)가 머신 코드(컴퓨터의 고유어, machine code)로 번역한다.
어셈블리 언어는 지루할 정도로 장황한데다가 어느 CPU에서나 통용되는 만국공통어도
아니다(최신 iMac의 뇌는 큰 사랑을 받았던 구닥다리 파워북과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해, 어떤
프로그램을 다른 종류의 컴퓨터에서도 실행하려고 한다면 어셈블리 코드를 다시 작성
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형태의 컴퓨터에서 다른 형태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코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고
수준 언어”가 개발되었다. 고수준 언어 덕택에 특정 CPU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명령
어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된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CPU에 최적화된 머신 코드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고수준 언어 중에 바로 C가
있다. C 프로그래머가 C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면 C 컴파일러는 작성된 C 코드를 머신
코드로 변환한다.
C 언어는 1970년대 초 AT&T에서 만들었다. Mac OS X과 리눅스의 뿌리인 유닉스 운영
체제가 이 C 언어로, 그리고 거기에 초저수준 동작을 위해 어셈블리 코드가 일정 부분
덧붙여져 작성되었다. 윈도우 운영체제 또한 C로 작성한 것이다.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 언어의 뿌리도 C다. 거기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
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오브젝티브-C는 애플의 iOS와 Mac OS X 운영체제용 애플
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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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발휘하는 효과
이 책으로 여러분은 C와 오브젝티브-C라는 두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해 충분히 학습하
여 Mac이나 iOS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왜 먼저 C를 설명하겠다고 할까?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머라면 예외 없이 C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다. 또한 오브젝티브-C로는 복잡해 보이는 수많은 개념들도 그 뿌리에
해당하는 C의 시각에서는 매우 단순해진다. 이런 이유로 개념을 설명할 때는 C를 사용
하고, 관련 지식을 여러분이 섭렵할 수 있도록 안내할 때는 오브젝티브-C를 사용하는
일이 잦을 것이다.
이 책은 Mac 컴퓨터 앞에서 읽히도록 짜여 있다. 개념 설명을 읽고 나면 그와 관련된 내
용을 실제로 체험할 텐데, 이 체험은 선택이 아니다. 체험하지 않는다면 책을 정말로 이
해했다고 할 수 없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
고, 그러다 오타가 생기면 직접 고치고 하는 과정을 겪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턴에 익
숙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코드를 읽고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위해 각 장의 말미에 ‘도전 과제’라는 연습문제가 제공된다.
도전 과제를 통해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
에 대해서도 더 큰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일부 장의 말미에 제공되는 ‘조금 더 깊게’라는 절에서는 그 장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심
층적으로 설명한다. 프로그래밍을 향해 떠나는 전체 여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과 이 안에 담긴 연습문제들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http://
forums.bignerdranch.com/으로 들어오면 된다.
만일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다보지 않고도 입력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 책에도, 프로그
래밍에도 한층 더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다. 훨씬 더 빠른 것은 물론이고, 키보드로 향하
는 시선을 책과 화면으로 옮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류가 생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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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키보드 배열을 외워 한번 익숙해지면 앞으로 두
고두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머의 삶이란?
이 책을 시작으로 프로그래머의 길에 들어섰다면 앞으로 펼쳐질 길이 어떤지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머의 삶은 대개 끝도 없는 힘든 싸움의 연속이다. 늘 변화를 멈추지 않는 기술
환경에서 문제 해결이 의미하는 것은 곧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프로그래머의
고뇌라 할 수 있다. 말이 좋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지 실상은 “자신의
무지와 싸워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낯설지 않은 기술로 작업한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원인을 찾느라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해질 수도 있다.
코드를 작성해보면 싸우는 법을 몸소 익히게 된다. 프로그래머들은 한 시간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깊은) 좌절을 극복하며 싸우는 법을 체득한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이 갖춰야 할 기술이다. 프로그래머의 삶이나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에 대해 궁금하다면 스콧 로젠버그(Scott Rosenberg)의 《드리밍 인 코드(Dreaming in
Code)》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이제 첫 프로그램으로 뛰어들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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