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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Mac에서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
패드에서 돌아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 어떤지 들여다보기로 하자. 우선 다음 선
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애플의 개발자 도구 설치하기
■ 이 도구로 프로젝트 생성하기
■ 생성한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데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속속들이 파
헤치기
이 장이 끝날 때쯤이면 Mac용 첫 번째 프로그램을 멋지게 작성하게 될 것이다.

애플의 개발자 도구 설치하기
Mac OS X(매킨토시)용이나 iOS(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는 애플의 개발자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는 http://developer.apple.com/에서 다운
로드할 수도 있고, Mac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1
도구를 설치했다면 하드디스크의 루트에서 /Developer 폴더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폴
 긴이_사용하는 OS X의 버전에 따라 설치 상황이 다소 다르다. OS X Lion을 사용한다면 Mac
1 옮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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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는 Mac OS X 데스크톱용 및 iOS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이런저런 도구들이 들어 있다.
이 책에서 진행할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 즉 Xcode에 의해 이뤄진
다. Xcode는 /Developer/Applications 폴더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로, Xcode 아이콘
을 Dock(독) 위로 끌어다 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사용 빈도가 꽤 높아서다

Xcode로 시작하기
Xcode는 애플의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빌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Xcode
안에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하고 계속 이어가기로 하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면
이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프로그램 중에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갖춘
것이 많다. 이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
프로그램 중에는 GUI도 갖추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것도 있다.
이를 데몬(daemon)이라고 부른다. 데몬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실상
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Mac을 뒤져보면 적어도 60여 가지 데몬이 실행되고 있을 것
이다. 이들은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의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을 데몬 중에는 pboard라는 것이 있다. 복사와 붙여넣기가 수
행될 때 pboard 데몬이 복사하려는 데이터를 담는다.
프로그램에는 다른 종류도 있다. GUI가 갖춰지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터미널에서 잠시
실행되다가 종료된다. 이를 커맨드라인 도구(command-line tool)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대부분 커맨드라인 도
구를 사용하며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Xcode를 사용하여 간단한 커맨드라인 도
구를 만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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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런저런 파일들을 만들게 된다. Xcode에서는 이들 파일을 프로
젝트(project)로 추적한다. Xcode를 실행해보자. File 메뉴에서 New, New Project...의 순

서로 클릭한다.
Xcode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템플릿을 활용하면 프로그래밍의 시작이 한결 가

벼워진다.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템플릿이 달라진다. 왼쪽 Mac
OS X 영역에서 Application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등장하는 몇 가지 항목 중

에서 Command Line Tool을 선택한다.

그림 2.1 템플릿 선택하기

Next 버튼을 클릭한다.

새 프로젝트 이름을 AGoodStart로 지정한다. Company Identifier(회사명)는 우리의 예제에
서 필요 없지만, 입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임의로 지정한다. 여기서는
BigNerdRanch를 입력하겠다. Type 팝업 메뉴에서는 C를 선택한다. C로 프로그램을 작

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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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옵션 선택하기

Next 버튼을 클릭한다.

프로젝트 디렉터리가 생성될 폴더를 선택할 차례다. 버전 제어(version control)를 위한
저장소(repository)는 필요치 않다. 따라서 Source Control 체크박스는 선택하지 않는다.
Create 버튼을 클릭한다.

이제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다. 반복되는 과정이니 진
행 설명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C 커맨드라인 도구를 새로 만든
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된다.
(왜 C일까? 기억하라. 오브젝티브-C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위에 세워진 언어다. C의 일면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오브젝티브-C의 세부 내용까지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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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코드를 작성해야 할까?
프로젝트를 만들면 AGoodStart가 어떻게 생성될지 보여주는 윈도우 하나가 여러분을 맞
이한다.

그림 2.3 AGoodStart 프로젝트의 첫 모습

이 윈도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Mac OS X의 버전, 작성하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
사용할 구성 정보, 프로젝트에 적용된 지역화가 있을 경우의 해당 내용과 같은 세부 사
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작업에 착수할 단순한 출발
점을 찾기로 한다.
왼쪽 패널 상단 근처에서 main.c라는 파일을 찾아 클릭한다. main.c 파일이 보이지 않는
다면 AGoodStart라는 레이블이 붙은 폴더 옆의 역삼각형을 클릭한다. 이제 분명하게 보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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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GoodStart 그룹에서 main.c 찾기

처음 등장했던 세부 사항 화면이 main.c의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뀐다. main.c 파
일에는 main이라는 함수가 들어 있다.
함수(function)란 컴퓨터가 실행할 명령어들이 모인 리스트를 말한다. 그리고 모든 함수

에는 각각 고유 이름이 지정된다. C 프로그램이나 오브젝티브-C 프로그램에서 main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호출되는 함수다.

#include <stdio.h>
int main (int argc, const char * argv[]) {
// insert code here...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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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코드고 다른 하나는 주석이다.
■ 코드는 컴퓨터에 할 일을 알려주는 명령어 집합이다.
■ 주석은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문서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만, 컴퓨터는 무시한다. 해결하려는 프로그래밍 문제가 복잡할수록 주석을 많이 집어
넣어야 문제 해결 과정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몇 달 뒤에 다시 업무에 복
귀했을 때 주석이 없는 코드를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기가 막히게 해결
했구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지?”
C와 오브젝티브-C에서는 코드에서 주석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한다.
■ //를 코드에서 어떤 행 맨 앞에 넣으면 이 두 슬래시 문자 뒤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주석
으로 처리된다. AGoodStart에서 애플이 넣은 // insert code here...가 바로 이 경우다.
■ 좀 더 많은 내용을 주석으로 집어넣겠다면 /*와 */를 사용하여 한 행이 넘는 주석을
표현할 수 있다. 각각 주석의 시작과 끝에 넣는다.
주석을 달기 위한 이 규칙은 C의 문법(syntax) 중 하나다. 문법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
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장하는 규칙 집합을 말한다. 이들 규칙은 대단
히 구체적이어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애써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주석을 규정짓는 문법은 꽤 단순한 반면, 코드에 관한 규칙은 코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나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구문(statement)은 예외 없이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잠
시 뒤에 실제 코드로 예를 들겠다.) 세미콜론을 빼먹으면 문법 오류를 일으켜 프로그램이 동

작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Xcode에서는 이런 오류를 프로그래머에게 미리 경고해준다. 사실 프로그래머
로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첫 도전은 무언가 잘못됐을 때 Xcode가 말해주는 내용을 해
석하여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다. 흔히 저지르는 문법 오류에 대해 Xcode가 어떻게 반응
을 보이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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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ain.c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로 한다. 우선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main 함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괄호({와 })를 찾아 그 안에 든 모든 내용을 삭제한다.
main.c의 내용을 아래처럼 수정한다. 주석을 집어넣었고, 코드도 두 행으로 늘렸으며,
main 함수에 대한 주석도 집어넣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입력하고 있
나?’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시작이 반이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습하기 위해 이
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include <stdio.h>
int main (int argc, const char * argv[])
{
// 소설의 시작 문장을 출력한다.
printf("It was the best of times.\n");
printf("It was the worst of times.\n");
/*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고쳐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
return 0;
}

(새로 타이핑해 넣을 코드는 볼드체로 표시했다. 바꿔 말하면 볼드체로 표시되지 않은 코드는 이
전부터 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규칙으로 코드를 표시할 것이다.)

코드를 입력하는 도중에도 Xcode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쉬지 않고 제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를 코드 자동 완성(code completion)이라고 부르는데, 대
단히 유용한 기능이다. 지금은 이 기능을 무시하고 입력할 코드에만 집중해도 무방하
다. 하지만 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는 코드 자동 완성에도 관심을 가져
얼마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해보기 바란다. Xcode의
Preferences(환경 설정)에서 코드 자동 완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환경 설정은 Xcode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다.2
 긴이_Xcode → Preferences의 순서로 클릭하고(또는 키보드에서 ‘command’와 ‘,’를 함께 눌러도
2 옮
된다), 이후 나타나는 윈도우에서 Text Editing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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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덧붙이자면, 입력하는 코드의 글꼴 색상을 주시해야 한다. Xcode에서는 주석이
나 코드의 각 부분이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서로 다른 색상이 사용된다(가령, 주석은 초록
색이다). 이 기능도 꽤 편리하다. Xcode로 어느 정도 작업하게 되면 생각과 다른 색상을

직감으로 알게 된다. 이 경우 작성한 코드에 문법 오류가 있다는 단서가 된다(가령, 세미
콜론을 빠트렸다든가 하는 오류). 문법 오류를 빨리 알아챌수록 이를 찾아 고칠 확률도 높아

진다.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색상은 Xcode에서 무언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알리는 일종
의 신호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까?
main.c의 내용을 틀리지 않고 입력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지
켜보기로 한다.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작성한 프로그램을 Xcode가 빌드하는 것이 1
단계, 그런 다음 실행하는 것이 2단계다.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1단계에서는 실행할 코드
를 준비한다. 이때 문법을 검사하고 오류가 있는지 점검한다.
Xcode 윈도우에서 다시 한 번 왼쪽 영역으로 눈길을 돌린다. 이 영역을 내비게이터 영역

이라고 부른다. 내비게이터 영역 상단에 아이콘 몇 가지가 늘어서 있다. 가장 왼쪽에 있
는 아이콘인

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project navigator)로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각종

파일을 나타낸다.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 내비게이터(log navigator)가 그 모습

을 드러낸다. 로그는 작성한 프로그램을 Xcode에서 빌드하고 실행할 때 여러분과 의사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로그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은
printf("It was the best of times.\n");

“It was the best of times.”라는 어구를 로그에 표시하라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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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프로그램을 아직 빌드도 실행도 하지 않았으므로 로그 내비게이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 한번 넣어보기로 한다. 프로젝트 윈도우의 상단 왼쪽 구석에는
iTunes나 DVD 플레이어에서나 봄직한 플레이 아이콘이 자리 잡고 있다. 마우스 커서를
이 아이콘 위에 가져다 놓으면 툴팁이 표시된다. 툴팁의 내용은 ‘Build and then run the
current scheme’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실행합니다.”라는
Xcode의 의사 표현이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안내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안내받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한 코드와 이 책에 제시한 코드를 면밀히 비교한다. 철
자가 틀렸거나 세미콜론을 빠트렸을 수도 있다. 문제를 찾았다면 Run 버튼을 다시 클릭
한다. 빌드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앞으로도 작성한 코드를 빌드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움츠려들지 말지어다.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바로 잡는 과정이야말로 코딩 작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운이 좋아 단번에 제
대로 하는 것보다 실수하고 이를 바로 잡는 편이 더 낫다.)

빌드를 성공리에 마쳤다면 로그 내비게이터에서 맨 위의 항목인 Debug AGoodStart를
클릭한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가장 최근 기록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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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중요한 곳은 마지막에 나오는 찰스 디킨스의
인용 어구다.3 작성한 코드가 정말로 실행되었다!

GNU gdb 6.3.50-20050815 (Apple version gdb-1705) (Tue Jul 5 07:36:45 UTC 2011)
Copyright 2004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GDB is free software, covered b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you are
welcome to change it and/or distribute copies of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opying" to see the conditions.
There is absolutely no warranty for GDB. Type "show warranty" for details.
This GDB was conﬁgured as "x86_64-apple-darwin".tty /dev/ttys001
[Switching to process 2723 thread 0x0]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집필하는 시점에 애플은 LLDB라는 새로운 디버거를 개발 중이다. 나중에는 현재 디버
거인 GDB를 대신할 것이다. 위와 같은 GDB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LLDB가 Xcode의
표준 디버거로 적용되었다는 뜻이다. 미래는 분명 정말 멋진 곳일 것이다. 여러분이 부
럽다.4

그렇다면 과연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여 빌드하고 실행해보았다.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프
로그램이란 함수들의 모음이다. 함수란 프로세서가 실행할 명령어(operation)들의 리스
트다. 함수에는 전부 이름이 각각 붙어 있다. 가령, 방금 작성한 함수의 이름은 main이
다. 함수가 하나 더 있었다. printf다. 이 함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사용했다(printf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5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긴이_화면 출력용 두 문장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의 첫 시
3 옮
작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다.
 긴이_OS X Lion과 Xcode가 업데이트되면서 로그 내비게이터에는 디버거 정보가 출력되지 않
4 옮
고 프로그램의 결과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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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에게 함수를 작성한다는 것은 요리법을 만드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물 1리터
를 끓을 때까지 천천히 젓는다. 그런 다음 밀가루 한 컵을 넣는다. 식기 전에 대접하라.”
1970년대 중반 베티 크로커(Betty Crocker)는 요리법이 적힌 카드를 상자에 담아 팔기 시
작했는데, 이 요리법 카드가 함수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함수처럼 각 요리법 카드에
는 그 이름과 몇 단계로 이뤄진 요리 순서(instruction)가 적혀 있다. 차이가 있다면 요리
법을 실행하는 주체는 여러분인데 반해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는 컴퓨터라는 점뿐이다.

실행 순서

그림 2.5 이름이 ‘Baked Chicken(오븐에 구운 닭)’인 요리법 카드

베티 크로커의 요리 순서는 영어로 돼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여러분의 함수는 C 프로그
래밍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지시 내용(instruction)을 머신 코
드로만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C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C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여기에 사용된 함수들을 컴파
일러(compiler)가 머신 코드(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편하다)로 바꾼다. 컴파일러

자체도 여러분이 Run 버튼을 클릭했을 때 Xcode에서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
램을 컴파일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빌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파일된 함수들이 하드 드라이브에서 메모리로 복사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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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이라는 함수를 프로세서가 실행한다. main 함수는 대개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 예
를 들어, 여러분이 작성한 main은 printf 함수를 호출했다(함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관해서는 5장으로 미룬다).

프로그래밍은 계속 되어야 한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몇 차례 씁쓸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설치하다가 부딪힌 문
제들, 철자 오류, 낯선 용어들. 더구나 지금까지 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
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 나의 아들 오토(Otto)는 여섯 살이다. 오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리둥절해 한다. 자신의 지적 토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식을 흡수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런데 하도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은 것 같다. 오토는 지금
도 끊임없이 궁금해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책 안 읽으면 안 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해 하게 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는 습성이 생겨서다. 가령, 역사
책을 읽는 것은 지적 토대 위에 그대로 쌓을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므로 가뿐하다. 이
를 ‘쉬운 학습’이라고 부른다.
반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힘겨운 학습의 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언어를 구
사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정작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상하기 그지없고 거
북하다. 다른 사람이 그 언어로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면 말문이 막혀버리기도 한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도 힘겨운 학습이다. ‘어리둥절’은 예삿일이다. 처음에는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고, 따지고 보면 멋진 일이다. 다시 여섯 살로 돌아가는 것
이니 말이다.
이 책을 붙들고 놓지 말지어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임을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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