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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생성하기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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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de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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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 667

애플리케이션 디버깅하기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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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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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s Inspector 윈도우 ₩₩₩₩₩₩₩₩₩₩₩₩₩₩₩₩₩₩₩₩₩₩₩₩₩₩₩₩₩₩₩₩₩₩₩₩₩₩₩₩₩₩₩₩₩₩₩₩₩₩₩₩₩₩₩₩₩₩₩₩₩₩₩ 678
Size Inspector 윈도우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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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IT 동향을 보고 있자면,‘IT의 르네상스’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움
이라고 생각한다. 아
직임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역자는 그것을‘아이폰`iPhone’
이폰의 등장은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변화만은 아니었다. 사용자들에게는 뮤직 플레이어에
무선전화를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주었으며, 개발자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세상에 출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이제는 개발자인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선보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꿈과 계획을 가진 개발자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가이드이자 첫 번째 책으로 충분한 가치가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다양한 개발 경험을 가진 역자도‘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 책, 저 책을 읽어보았다. 물론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몇 부분만이 도움이 될 뿐
이었다(어떤 책은 단 몇 줄의 코드만 읽고 덮은 책도 있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렛츠 고! iOS
4 애플리케이션 개발』
)은 정말로 대단한 책이라고 알려 주고 싶다.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마음

속에 든 생각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실습과 예제를 통한 이 책의 진행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이 책이 출간되면 개발자로서의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
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나!’
그렇다! 역자의 입장이 아닌 개발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 책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 책 한 권이라면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자의 집필 방식이 참으
로 맘에 들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부분을 따라 하려면 이전 장의 (심지어는 몇몇 장
에 걸친) 내용과 예제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성들이 많다. 그러나 이 책은 독자가 알기 원

하는 부분이 맨 앞에 있든 맨 뒤에 있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보통의 입문서에는 잘 포함되지 않는 고급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한 장 한 장 번역하면서“우와~”
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면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기술 서적들(원서 그리고 번역서)을 읽어본 역자에겐 오래도록 기억
될 책이며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만약에 독자들이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본다면, 그 내용과 다루는
주제들이 대단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제들을 위하여 많은 페이지들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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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후기

언제나처럼 역자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궁
금한 부분이 있다면 블로그(http://peterslab.tistory.com) 또는 이메일(naya.peter@gmail.
com)로 보내주길 바란다.

번역이 끝날 때쯤이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나게 된다.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되
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없
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나이를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데도 늘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
시는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번역한다고 지난 몇 달간 컴
퓨터 화면만 바라보는 나를 참아주고 도와준 사랑하는 내 아내(강승희)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
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이 책이 출간하기까지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은 늘 제이펍의 몫이었다. 부
족한 역자를 믿어주고 기회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제이펍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
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끝으로, 항상 마음속에 존경과 그리움으로 계신 내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11년 발렌타인 데이에

황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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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추측과 루머 끝에 마침내 애플은 대대적인 광고와 흥분 속에 아이폰 4를 출시하였다. 새로
운 아이폰 4는 가장 주목할 만한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 외에 많은 부분을 개
선한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4와 함께 출시되었다. 비록 베타 버전이었지만 필자는 새로운 운영체
제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았다. 게다가 아이폰 4 관련 책을 작업할 것이라는 것
을 알고 더욱 기뻤다! 책을 쓰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지만,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야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힘든 작업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먼저 이 책을 계약할 때 필자를 믿어 주었던 필자의 담당 편집자인 스캇 메이어스`Scott Meyers에게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것에 감사하며, 실망시키지 않았길 바란
다. 고마워요, 스캇!
다음으로는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 준 편집자 에이미 설리반`Ami Sullivan에게 큰 감사를 표한
다. 세 권의 책을 함께 작업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에이미와 함께 새로운 책을 작업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 에이미,
당신의 안내에 감사해요!
또한 뒤에서 열심히 일해 준 영웅들, 교열 편집자 루안 로우프`Luann Rouff와 기술 편집자 트렌트 슈
메이`Trent Shumay를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책을 예리하게 편집하였으며, 모든 문장들을 문법적
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고마워요, 루안 그리고 트렌트!
마지막으로(하지만 역시 중요한) 나에게 모든 지원을 해 준 부모님들과 아내인 스 와`Sze Wa에게 감
사를 표하고 싶다. 필자가 이 책을 쓸 때 필자의 바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을 조절해
주었다. 언제나 아내는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일했던 수많은 밤들을 옆에서 함께 해 주
었다. 필자는 아내와 부모님들께 이 말을 하고 싶다.“모두들 사랑합니다!”끝으로 내 옆에 있어준
사랑스런 강아지인 오키`Ookii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이 책에 대한 작업은 모두 끝났으니
일찍 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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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애플은 아이폰 OS를 두 번이나 수정하였다. 첫 번째는 2010년 1월에
신기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인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였다. 아이패드는 이 새로운 아이폰 OS를 기
반으로 실행되는 태블릿 컴퓨터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250,000개 이상이라는 의미였다. 그런 다음, 애플은 그해 4월에 아이폰 OS의 차세대 버전인 4.0
을 발표하였다(그리고 6월에 출시하였다). 또한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OS의 이름을 iOS로 변경하
였다. 이것은 아이폰 OS를 아이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에 사용하겠다는 애플의
큰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다. 새로운 OS 출시와 함께 출시한 아이폰 SDK 4는 이 운영체제가 제공
하는 다양한 고급의 기능들(이것들 중에서도 핵심 기능은 백그라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
이다)을 개발자들이 취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개발에 대해 처음 배웠을 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과정
을 거쳤다.‘Hello World’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인터페이스 빌더로 작업하고, 코드가 동작하
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다음에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다. 또한 View
Controller의 개념에 압도되었으며, 간단하게 뷰를 표시할 경우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했었
다. 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윈도우즈 모바일과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
했으며, 처음부터 이 개념을 다시 익혀야만 했었다.
이 책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은 상세한 내용들을 독자들이 압도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주제들
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철학을
를 넣었다.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 준 다
가지고 각 장마다 수많은‘도전 과제`Try It Out’
음에‘동작 방법’
을 설명하였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그래밍은 거대한 주제이지만, 이 책에 대한 필자의 초점은 독자들이 기본
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며, SDK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각이 정확하게 동작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것이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모든 연습문제를 다 푼 다음) 여러분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프로그
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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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 고! iOS 4 애플리케이션 개발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애플의 아이폰 SDK를 사용하여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길 원하
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혜택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적어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들에 친숙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여
를먼
러분이 오브젝티브-C 언어를 전혀 모른다면, 이 언어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부록 D’
를 잠깐
저 읽을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각 장들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부록 D’
잠깐 참고하여 문법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대부분의 장들은 아이폰 개발에 대한 것이지만, 아이패드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아
이패드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기능들의 경우에는 표시해 두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예제는 iOS SDK 4.2로 만들고 테스트하였다. iOS SDK 4.2는 아이폰과 아이팟
NOTE

터치,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2010년 7월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아이폰 시뮬레이터’
라고 애플은 부르고 있다. 이 책에 나오
는 모든 그림들은 가능한 가장 최신의 화면을 담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SDK가 또 발표되면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이 책은 iOS SDK를 이용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1개
의 장과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된다.
1장,‘iOS 4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는 아이폰 SDK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하며, 아이폰과 아이

패드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한다.
2장,‘첫 번째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Hello World 만들기’
는 Hello World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

하여 Xcode와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한다. 이번 장의 초점은 여러분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만들
고 실행하도록 몇몇의 실습 예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프로젝트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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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뷰, 아웃렛, 그리도 액션’
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이나 아웃렛과 액

션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아웃렛과 액션이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과 여러분
의 코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것들이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에 필수적인 이유를 배울 것이다.
4장,‘뷰 컨트롤러’
는 아이폰 S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뷰 컨트롤러들에 대해 설명한다. 여

러분은 View-based, Window-based, Split View-based, 그리고 Tab Bar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5장,‘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멀티 플랫폼 지원’
에서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패드 플랫폼에

포팅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에서 실행될 보편적인 애플리케이션
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우게 될 것이다.
6장,‘키보드 입력’
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 있는 가상 키보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여

기서는 필요에 따라 키보드를 숨기는 방법과 키보드가 나타날 때 뷰들이 키보드에 가려지지 않도
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7장,‘화면 회전’
은 기기가 회전될 때 애플리케이션의 UI를 어떻게 다시 배치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기기가 회전될 때 실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배우게 되며,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방향
으로만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8장,‘테이블 뷰 사용하기’
는 아이폰 SDK에서 가장 강력한 뷰들 중 하나인 테이블 뷰를 살펴본다.

테이블 뷰는 일반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장에서는 테이블 뷰에 검색 기
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9장,‘애플리케이션 환경설정’
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세팅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애플리케이션 세팅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환경설정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Settings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10장,‘파일 처리’
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에

저장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샌드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폴더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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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SQLite3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SQLite3 데이터베이스 라이

브러리의 사용법을 다룬다.
12장,‘간단한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재생’
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의 개요를 보여준다. 또한 아이폰 SDK에 의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아핀 변환들`affine transformations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비디오를 재
생하는 방법도 배운다.
13장,‘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접근하기’
는 사진`Photo Library과 연락처`Contacts 등과 같은 아이폰과 아이

패드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일`Mail과 사파리`Safari와 같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도 배운다.
14장,‘제스처 인식하기’
는 기기가 사용자의 입력 제스처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이폰

S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스처 인식기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15장,‘가속도계 접근하기’
는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포함된 가속도계를 접근하는 방법을 보

여준다. 그리고 기기를 흔드는 것을 감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16장,‘웹 서비스’
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웹 서비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

준다. 여러분은 SOAP, HTTP GET, HTTP POST와 같은 웹 서비스와 통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웹 서비스로부터 반환된 XML 결과를 파싱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17장,‘블루투스 프로그래밍’
은 블루투스 프로그래밍을 위한 Game Kit 프레임워크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여러분은 두 개의 기기들이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블
루투스 상에서 음성 채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18장,‘봉쥬르 프로그래밍’
은 봉쥬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을 배울 것이다.
19장,‘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

현하는지를 설명한다. APNs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이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상태 값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20장,‘맵 표시하기’
는 Map K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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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여러분은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배울 것이며, 맵에 표시하기 위해 그 데이터
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21장,‘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
은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계

속 실행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특정 시간 간격으로 실행
될 노티피케이션을 예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컬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이다.
부록 A,‘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하기’
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

을 보여준다.
부록 B,‘Xcode 둘러보기’
는 Xcode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살펴본다.
부록 C,‘인터페이스 빌더 둘러보기’
는 인터페이스 빌더의 수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살펴본다.
부록 D,‘오브젝티브-C 특강’
은 오브젝티브-C에 대하여 간단히 학습한다. 이 언어가 처음인 독자들

은 시작하기 전에 이 장을 읽기 바란다.
부록 E,‘연습문제 정답’
은 1장을 제외한 모든 장들의 끝에 있는 연습문제에 대한 정답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더 고급 내용을 알기 전에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그래밍 공부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 또한 몇몇 장들은 앞 장에서 이미 설명했던 주제들을
다룬다. 그 이유는 Xcode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작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습 방법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을 배우게 해 준다.
만약에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1장과 2장부터 시작하자. 이 기본에
익숙해진 다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도구들과 언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부록으로 넘어
가자. 준비가 됐다면 3장부터 계속 이어가자. 그러면서 점점 고급화된 내용들로 들어갈 것이다.
이 책의 유용한 특징은 각 장마다 있는 모든 코드 샘플은 이전 장들에서 설명한 것들과는 독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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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주며, 각 장에 있
는‘도전 과제’프로젝트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아이폰 SDK에 포함된 아이폰 시뮬레이터에서 동작한다. 가속도
계와 같은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예제들에는 실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예제는 실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만약에 앱 스토
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규약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진행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칙을 이 책에 사용한다.

도전 과제

여기에는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연습문제나 예제가 있다.

각 장마다 하나 이상씩 있는‘도전 과제’
는 이 책을 따라가면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를 제공한다.
1. 예제는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2.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단계들을 따라서 실습을 하자.

동작 방법
각각의 도전 과제 절 다음에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본문에 있는 다른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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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온 용어나 중요한 단어는 맨 처음에 사용될 때에 강조하기 위해서 고딕체를 사용하였다.
■ 키보드 조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Control-R
■ 파일명과, URL, 그리고 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persistence.properties
■ 코드는 강조하려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폰트를 사용하고, 현재의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
한 코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이런 모양의 상자는 주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을 담고 있다.
WARNING

설명하고 있는 내용 외에 알아야 할 노트와 팁, 힌트, 그리고 트릭은 여기에 그 내용이 담긴다.
NOTE

여기의 내용은 많은 초보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COMMON
MISTAKES

소스 코드
이 책에 있는 예제를 따라하면서 책을 읽을 경우, 직접 그 코드를 입력하면서 따라하는 방법과 완
성된 소스 코드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는 www.wrox.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가 있다❶. 이 사이트에 가서 책 제목을 찾아(검색 상자를 이용하거나 책 목록을
이용) 이 책의 상세 페이지에서 Download Code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❶ 옮긴이 한글 주석이 달리고, 원서 코드의 오류를 수정한 소스 코드는 제이펍 출판사(www.jpub.kr) 또는 역자의 블로
그(peterslab.tistory.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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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이 책을 만들면서 내용 또는 코드에 오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
기 때문에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책에 대한 오류(철자 오류 또는 코드 오류)를 발견
한다면, 피드백을 보내 주길 바란다❷. 오류를 보내 준다면 동일한 문제로 고생하는 다른 독자들에
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오탈자 페이지는 www.wrox.com으로 가서 책 제목을 찾아 가자(검색 상자를 이용하거
나 책 목록을 이용). 그런 다음, 이 책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서 Book Errata 링크를 클릭한다❸.

만약에 여러분이 발견한 오류가 정오표 페이지에 없다면, www.wrox.com/contact/techsupport.
shtml에 가서 발견한 오류를 우리에게 보내 주기 위해서 해당 양식을 작성하자.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며, 오류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정오표 페이지에 등록하고 다음 인쇄 시에 반영할 것
이다❹.

P2P.WROX.COM
저자와의 토론을 위해서는 P2P 포럼(p2p.wrox.com)에 가입하자. 이 포럼은 Wrox 책들 또는 기술
과 관련된 메시지를 등록하기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이며, 다른 독자들과 개발자 간에 소통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이 포럼은 여러분이 선택한 관심 있는 주제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이메일로 통
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Wrox 저자들과 편집자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독자들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http://p2p.wrox.com에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많은 다양한 포럼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 포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❷ 옮긴이 제이펍 블로그나 역자의 블로그(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길 바란다.
❸ 옮긴이 제이펍 출판사나 역자의 블로그에는 번역서에 대한 오탈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❹ 옮긴이 제이펍 출판사의 이메일(jpub@gmail.com)이나 역자의 이메일(naya.peter@gmail.com)로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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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1. p2p.wrox.com에 접속하여 Register 링크를 클릭한다.
2. 이용 약관을 읽고 Agree를 클릭한다.
3. 가입을 위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들을 기입하고 Submit를 클릭한다.
4. 여러분의 계정을 확인하며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이 적힌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가입을 한 다음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의 메시지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되며,
웹을 통해 언제든지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특정 포럼에 올라온 새로운 메시지를
이메일로 받고 싶다면, 포럼 목록의 포럼 이름 옆에 있는 Subscribe to This Forum 아이콘을 클
릭하자.
Wrox P2P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럼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의
답변이 있는 P2P FAQ들과 P2P와 Wrox 책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을 읽어보
자. FAQ들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P2P 페이지에 있는 FAQ 링크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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