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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은 화면에서의 이미지 이동
- UIKit 컨트롤

러분은 아이폰과 아이폰 게임에 대한 소개와 개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았다.

여 그런데 아이폰 개발이란 어떤 것일까? 오브젝티브‐C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복잡할까? 이
전 장에서 설명한 툴들은 사용하기 쉬울까? 아이폰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번 장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코코아 터치 앱 환경, 오브젝티브‐C, 그리고 UIKit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여러분은 아이폰 SDK의 ‘원투펀치’인 IDE(Xcode)와 GUI 디자인 툴(인터페이스 빌더) 사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Xcode와 인터페이스 빌더, 그리고 코코아 터치를 이용하여 간단한 아이폰
게임을 만들 것이다. 그 와중에 여러분은 필수 API들을 접하게 될 것이며, 아이폰 게임 설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배울 것이다.

코코아 터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아이폰을 작동시키는 코코아 터치 앱 환경은 다양한 C 라이브러리와 오브젝티브‐C 프레임워크,
그리고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좌우하는 주요 디자인 패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절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소개한다. 여러분이 코코아 터치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에 이미 익숙하다면 다음 절로 건너뛰어도 괜찮다.
코코아 터치 환경은 수많은 오브젝티브‐C 프레임워크들과 GPS와 나침반을 이용한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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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cation) 같은 기술과 터치스크린, 가속도계, 그리고 카메라 같은 입력 장치인 아이폰의 UI
에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C 라이브러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코아 터치 환경의 중심에
있는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이다.
Foundation 프레임워크: 코코아 터치에서 사용될 NSObject와 NSString과 같은 공통 클래스

들을 정의한다.
UIKit 프레임워크: 버튼, 레이블, 텍스트 필드, 슬라이더, 데이터의 테이블, 그리고 기타 UI 컴
포넌트로 아이폰 화면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들을 제공한다. UI 컴포넌트들을 제외하고, UIKit
은 애플리케이션 객체 속성과 메서드를 캡슐화한 오브젝티브‐C 클래스들과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 뷰, 그리고 입력 이벤트들을 정의한 프로토타입들을 정의한다.
또한 UIkit은 개발자들이 모델‐뷰‐컨트롤러(MVC)와 델리게이트(Delegate) 디자인 패턴들처럼,
오랫동안 증명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OP) 구조들이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능을 나
눈 클래스들과 프로토타입들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번 장
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클래스와 프로토타입, 그리고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UIKit
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오브젝티브‐C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브젝티브-C 언어
오브젝티브‐C는 1980년대 초반 브래드 콕스(Brad Cox)에 의해 개발된 객체지향 언어이다. 오브
젝티브‐C는 C 언어의 전체집합(Superset)이며, 더 인기 있는 C++ 언어와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
지만 오브젝티브‐C는 C++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브래드 콕스가 오브젝티브‐C
를 개발할 때의 목표는 스몰토크(Smalltalk) 언어의 객체지향 특성과 문법을 C 프로그래밍 환경
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는 스몰토크 같은 환경과 언어로 프로그래밍하고 싶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C 프로그래머였던 그는 개발할 때마다 다시 짜야하는 C 코드들에 의존하여 개발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두 개의 언어를 연결하기 위해 오브젝티브‐C를 개발했다.
오브젝티브‐C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C 프로그래밍(특히, 포인터와 메모리 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클래스, 객체라고 불리는 클래스 인스턴스, 상속, 캡슐화, 그리
고 다형성과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에 익숙하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여
러분이 자바, C#, 또는 C++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오브젝티브‐C를 배우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오브젝티브‐C는 메서드 호출에 대한 특이한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널(null) 객체, 선언
되지 않은 메서드, 그리고 메모리 관리를 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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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오브젝티브-C 예제
아이폰 프로젝트의 오브젝티브‐C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코드 파일들
이 .m(또는 C++와 오브젝티브‐C를 같이 쓰기 원할 때 사용되는 .mm)로 끝난다는 것이다. .m은
모듈(module)의 약자이다. C와 C++와 같이 오브젝티브‐C는 .h로 끝나는 헤더 파일을 사용한
다. 헤더 파일은 타입과 메서드를 선언하는 데 사용된다.
오브젝티브‐C의 짧은 예제를 살펴보자. 리스트 3‐1은 SampleClass.h라는 샘플 헤더 파일이다.
리스트 3-1 헤더 파일 샘플(SampleClass.h)
#import <Foundation/Foundation.h>
@interface SampleClass : NSObject
{
float floatMember;
}
+
+
‐
‐

(void)classMethod;
(int)classMethodWithParameter:(int)intParam;
(void)instanceMethod;
(float)instanceMethodWithParam1:(float)floatParam andParam2:(int)intParam;

@end

리스트 3‐1에서의 첫 번째 줄은 프레임워크 임포트(import) 구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프레임워
크를 위해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고 있다. #import는 C와 C++에서의 #include 구문과 같다.
오브젝티브‐C가 #include 대신에 #import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표준 C와 C++는 파일들을 포함하지만 프레임워크 헤더 파일들은 독립된 장소에 저장되
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import는 오직 헤더 파일을 읽어들일 때 사용한다는 점이
다.
리스트 3‐1의 코드에서 우리는 Foundation 프레임워크를 임포트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Foundation 프레임워크는 오브젝티브‐C의 다른 모든 프레임워크들에 바탕이 되는 프레임워크라
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프레임워크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Foundation이라고 부른다.
Foundation 프레임워크는 아이폰 프로그래밍에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기본 클래스들을 정의
한다. 이 클래스들은 숫자, 문자열, 배열, 집합, 그리고 다른 컴퓨터 공학과 객체지향 개념들에
대한 구현체들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리스트 3‐1에서 두 번째 줄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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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SampleClass : NSObject

이것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선언의 시작이다. 클래스 선언은 @interface로 시작해서 @end로 끝
난다.
이 클래스는 SampleClass라고 불리도록 선언되었다. 자바 또는 C#과는 다르게, 클래스 명과
파일 명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같은 이름을 주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찾으려는 코드
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선언 부분에서 콜론(:) 뒤에 클래스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정의된 클래
스에 속하게 된다. 여기 예제의 경우, SampleClass는 NSObject에 속한다. NSObject는 코코
아 터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이다. 코코아 터치의 모든 클래스들은 이 클래스에 속한다.
@interface 다음으로 코드가 세 줄 있다.
{
float floatMember;
}

중괄호로 잘 알려진 꼬불꼬불한 표시는 코드들을 그룹핑하는 C 또는 비슷한 언어들에서도 사용

된다. 예제에서 우리는 SampleClass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고 있다. C++에서는 이
것을 멤버 변수(member variable)라고 하며, 자바에서는 속성(attribute)이라고 한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으며, 타입은 float이고 그 이름은 floatMember이다.
다음의 네 줄은 메서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void)classMethod;
(int)classMethodWithParameter:(int)intParam;
(void)instanceMethod;
(float)instanceMethodWithParam1:(float)floatParam andParam2:(int)intParam;

@end

이 부분은 괄호 안에 매개변수들이 있지 않다는 것과 맨 앞에 더하기와 빼기 표시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C 언어 또는 그와 유사한 언어들에서의 메서드 선언과 매우 비슷하다. 더하기 표시로
선언된 것들은 클래스 메서드들이며, 빼기 표시로 선언된 것들은 인스턴스 메서드들이다. 매개변
수들을 갖는 메서드들도 있지만 C와 같은 언어들과는 다르게 선언되어 있다.
오브젝티브‐C에서 메서드의 매개변수들은 메서드 명에서 콜론(:) 뒤에 매개변수의 타입과 이름
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클래스 메서드인 classMethodWithParameter:는 intParam이라는 이
름의 int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는다. 인스턴스 메서드인 instanceMethodWithPar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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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aram2:는 floatParam이라는 이름의 float 타입과 intParam이라는 int 타입의 매개변수
를 갖는다.
이렇게 SampleClass라는 인터페이스 선언이 끝났으니 컴파일러가 알 수 있도록 코드에 @end
를 넣자. 보통 이 부분은 파일의 마지막에 둔다.
인터페이스 선언이 끝났으니 이제 SampleClass를 구현하도록 하자(리스트 3‐2 참조).
리스트 3-2 구현 파일 샘플(SampleClass.m)
#import "SampleClass.h"
@implementation SampleClass
static int intMember;
+ (void)classMethod
{
NSLog(@"inside classMethod");
}
‐ (void)instanceMethod
{
NSLog(@"inside instanceMethod");
}
+ (int)classMethodWithParameter:(int)intParam
{
intMember = intParam;
return intParam;
}
‐ (float)instanceMethodWithParam1:(float)floatParam andParam2:(int)intParam
{
floatMember = floatParam;
intMember = intParam;
return floatParam * intParam;
}
@end

리스트 3‐2에서의 첫 번째 줄은 SampleClass.h를 임포트한다. 이것은 구현 파일(implementation
file)에서 SampleClass 인터페이스로 작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단계는 C++ 클래스 또는 C
모듈에 대한 헤더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서 #import의 사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C와 C++ 개발자
들에게 친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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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코드는 SampleClass의 구현체 블록을 시작한다.
@implementation SampleClass

@interface 블록과 비슷하게 구현 파일은 클래스 명이 뒤따라 나오는 @implementation 표시
로 시작하여 @end로 끝난다. 클래스의 구현체 블록에서 여러분은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한 메서
드들을 정의하게 된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메서드들에 대한 이름과 매개변수들만 갖는다. 구
현 파일은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서드들과 클래스의 구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다른 내부 메
서드들에 대한 실제 코드를 갖는다.
@implementation 표시의 바로 다음 줄에는 intMember라는 이름의 static int 모듈 변수 정
의가 있다.
static int intMember;

오브젝티브‐C는 클래스 변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마치 클래스 변수인 것
처럼 코드 내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보통의 C 모듈 범위의 변수이다.
이제 첫 번째로 정의된 메서드에 왔다.
+ (void)classMethod
{
NSLog(@"inside classMethod");
}

첫 번째로 정의된 메서드는 classMethod라는 이름의 클래스 메서드로, 어떤 매개변수도 받지
않으며 리턴 값도 없다. 이것은 매개변수를 위한 괄호가 없다는 것과 더하기 표시로 시작했다는
것을 빼면 C 메서드 선언과 매우 흡사하다.
C와 같은 언어들에서의 메서드 정의와 같이 메서드 내용은 한 쌍의 중괄호 안에 포함된다. 여기
의 첫 번째 메서드는 Foundation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NSLog라는 C 함수를 호출한다.
NSLog는 콘솔에 로그를 쓰며, 디버깅할 때 유용하다. NSLog는 매개변수로 오브젝티브‐C 스
트링(String) 객체를 갖는다. C에서 문자열은 문자(캐릭터)의 단순한 배열이지만, 이 코드에서 보
듯이 오브젝티브‐C에서의 문자열들은 오브젝티브‐C 클래스인 NSString의 객체들이다.
다음 메서드는 instanceMethod라는 인스턴스 메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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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instanceMethod
{
NSLog(@"inside instanceMethod");
}

메서드 처음에 빼기 표시를 보면 이 메서드가 인스턴스 메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
에서 정의한 클래스 메서드와 같이 이 메서드는 NSLog를 호출하며, 매개변수로 스트링 객체를
넘겨준다.
다음 메서드는 classMethodWithParameter라는 클래스 메서드이다.
+ (int)classMethodWithParameter:(int)intParam
{
intMember = intParam;
return intParam;
}

이 메서드는 intParam이라는 정수형 매개변수 하나를 가지며, 정수(int)를 리턴한다. 메서드에
서 intParam의 값은 클래스 변수인 intMember에 할당되며, intMember의 값을 리턴한다. 메
서드 정의의 첫 줄(옮긴이_더하기/빼기 표시와 매개변수들을 표현하는 부분)만 빼면 순수 C 코드와
같다.
다음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인 instanceMethodWithParam1andParam2:이다.
‐ (float)instanceMethodWithParam1:(float)floatParam andParam2:(int)intParam
{
floatMember = floatParam;
intMember = intParam;
return floatParam * intParam;
}
@end

이 메서드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실수형(float)을 반환한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floatParam
이라는 실수이며, 두 번째 매개변수는 intParam이라는 정수이다. 코드에서 floatParam은 인스
턴스 변수인 floatMember로, 그리고 intParam은 intMember로 할당한다. 그런 다음에
floatParam과 intParam을 곱한 결과를 리턴한다.
마지막 메서드 정의로, 구현체 블록은 @end 표시와 함께 SampleClass.m 파일을 끝냈다.
정리하면, 여러분은 인터페이스 선언 방법과 오브젝티브‐C 클래스들의 구현체를 어떻게 정의하
는지 배웠고,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 선언 방법과 코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다. 다음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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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ampleClass의 사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오브젝티브-C 클래스 사용법
인스턴스를 할당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과 클래스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
리고 매개변수들이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리스트 3‐3은 완성된 샘
플 코드를 보여 준다.
리스트 3-3 아래의 오브젝티브-C 코드는 클래스들이 어떻게 할당되고 초기화되는지,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
하는 것과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SampleClass *instance;
instance = [[SampleClass alloc] init];
[SampleClass classMethod];
[instance instanceMethod];
int result1 = [SampleClass classMethodWithParameter: 5];
float result2 = [instance instanceMethodWithParam1: 5.0 andParam2: 2];
[instance release];

리스트 3‐3의 첫 번째 줄은 SampleClass형의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instance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문법은 C와 C++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매우 친숙할 것이며, 포인터 표시(*)를 제외하면
C#과 자바 개발자들에게도 친숙할 것이다.
이제 다음 줄로 가 보자.
instance = [[SampleClass alloc] init];

여러분이 컴퓨터 언어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instance 변수에 어떤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런데 등호(=) 표시가 옳게 된 것일까? 저 복잡한 괄호는 무엇일까?
이건 정말로 이상하다. 왜냐하면, 대괄호는 C 언어 또는 유사한 언어들에서 배열을 선언하거나
값을 지정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달라 보인다. 오브젝티브‐C에서 대괄호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오브젝티브‐C 메서드 호출과 C 함수 호출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메서드 호출은 항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클래스 명이고, 두 번째
는 메서드 명과 매개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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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대괄호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쌍의 괄호가 다른 괄호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치 긴 수학 식의 괄호들처럼 보인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내부 괄호의 내용에서 시작
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계산하라고 배웠다. 오브젝티브‐C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내부 괄
호가 우선이다.
내부 괄호에는 SampleClass alloc이라는 코드가 있다. 메서드 호출의 첫 부분으로 클래스 명을
보면,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SampleClass 클래스의
alloc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다.
잠깐만! SampleClass의 인터페이스 선언에 alloc이라는 메서드가 없다. 그렇다. alloc은
NSObject 클래스의 메서드이다. 모든 클래스들은 NSObject를 상속받기 때문에 alloc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alloc 메서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며, 그 인스턴스의 포인터를 반환한다.
괄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SampleClass alloc]의 결과는 두 번째 괄호의 첫 번째 부분으로
사용된다(옮긴이_메서드 호출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설명에서의 첫 번째. 즉, 인스턴스 변수 또는 클
래스 명으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SampleClass alloc]에서 반환된 인스턴스는 init라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데 사용된다. 다시 한 번 NSObject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를 사
용한다(이번에는 init라는 NSObject의 인스턴스 메서드이다).
init 메서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디폴트 값(즉, 초기 값)으로 초기화하는 데 사용된다.
보통 클래스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되어야 하는 인스턴스 변수들을 많이 가
지고 있을 때, 클래스들은 ini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override)한다. init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
는 것을 제외하고,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들을 갖는 init 메서드들도 여러 개 정의하여
서 메서드 호출 한 번으로 여러 인스턴스 변수들에 초기 값을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의 네 줄은 쉽게 알아볼 것이다.
[SampleClass classMethod];
[instance instanceMethod];
int result1 = [SampleClass classMethodWithParameter: 5];
float result2 = [instance instanceMethodWithParam1: 5.0 andParam2: 2];
[instance release];

첫 번째는 매개변수를 갖지 않는 클래스 메서드인 classMethod이다. 다음 역시 매개변수를 갖
지 않는 인스턴스 메서드인 instanceMethod이다. 그 다음은 정수의 매개변수를 갖는 class
MethodWithParameter: 메서드 호출이다. 여기서는 정수 5를 넘기고 있다. 이 메서드는 정수
를 리턴하며, 우리는 정수형 변수인 result1에 저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형 매개변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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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정수형 매개변수 하나를 받는 인스턴스 메서드인 instanceMethodWithParam1:and
Param2:를 호출한다. 우리는 매개변수로 5.0과 2를 넘겨주고 있다. 이 메서드는 실수 값을 리턴
하며, 그것을 실수형 변수인 result2에 저장한다.
리스트 3‐3에서의 마지막 메서드 호출인 [instance release]는 NSObject 클래스로부터 상속받
은 또 하나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 부분이다. release 메서드는 여러분이
alloc으로 생성한 객체 인스턴스를 끝내고 싶을 때 호출된다. 이 예제의 경우, 우리는 인스턴스를
할당했었고 그것을 사용한 작업이 끝나서 릴리즈(release)시켰다.

오브젝티브-C에서 메모리 관리법
오브젝티브‐C에서의 메모리 관리는 C와 같은 언어들과는 다르다. C와 C++에서 여러분은
malloc이나 new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포인터로 유지하며, 필요할 때 다른 코드에 전달하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free/delete하였다. C#, 자바, 또는 몇몇 스크립트 언어들에서 여러분은 객
체들을 할당하기만 하고, 객체들이 더 이상 참고되지 않을 때 그 언어의 런타임이 릴리즈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오브젝티브‐C에서 release는 C에서의 free와 같지 않다. release 호출은 객체의 내부 참고 카운
터를 줄인다.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는 객체의 내부 참고 카운터가 0이 될 때 오브젝티브‐C 런타
임에 의해 무효화된다.
처음에 오브젝티브‐C 객체를 alloc로 할당하면 그 객체의 참고 카운터는 1로 설정된다. 여러분
이 코딩을 할 때 스스로 이 참고 카운팅을 관리해야 하며, 적절할 때 release해야 하는 것을 기억
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 객체는 메모리 누수가 될 것이다. 리스트 3‐3의 예제와 같이 잠깐 사용할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그 객체를 release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객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코드 곳곳에서 불규칙하게 사용되면 메모리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NSObject는 하나의 객체를 복사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clone이라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다.
복제된 객체는 자신의 참고 카운터를 가지며, 복제된 객체를 만든 원본 객체의 참고 카운터와
관계없이 1로 설정된다. 다른 모든 종류의 오브젝티브‐C 객체와 마찬가지로 복제된 객체들도 사
용이 끝나면 release해야 한다.
코코아 터치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직접 객체들을 할당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들은 여러분을 위해 객체들을 할당하고 해지하는 편리한 메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
다. 이런 객체들은 autorelease pool이라는 것으로 생성된다. 만일 이러한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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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들에 의해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면, 코코아 터치는 그 객체의 사용이 끝나고 애플리케이션이
크래쉬(crash)되기 전에 그 객체를 무효화하고 자동해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효화되
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의 참고 카운터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을 ‘객체를 유지한다
(retaining)’고 하며, 그 객체의 retai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된다. retain 메서드는 모든 오
브젝티브‐C 클래스가 상속받은 NSObject 인스턴스 메서드들 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객체를 유
지(retain)하면, 그 객체의 사용이 끝날 때 release를 하여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가 그 객체를
무효화하고 자동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만의 오토릴리즈 풀(autorelease pool)을 만들어서 코드의 객체들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토릴리즈 풀은 체계적이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리에서 객체를 해지하는 것을 관
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오토릴리즈 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NSAutoreleasePool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할당하고 초기화해야 한다. NSAutoreleasePool의 인스턴스 역시 다른 오브젝티브
‐C 인스턴스들과 같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release해야 한다. 리스트 3‐4는 오토릴리
즈 풀을 생성하고 릴리즈하는 예를 보여 준다.
리스트 3-4 오토릴리즈 풀 생성하고 릴리즈하기
NSAutoreleasePool * pool = [[NSAutoreleasePool alloc] init];
// 다른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pool release];

객체의 autorelease 메서드를 호출하여 오토릴리즈 풀 안에 객체들을 두게 된다. autorelease
메서드는 NSObject 인스턴스 메서드 중 하나이다. 객체에서 autorelease를 호출하면 가장 최
근에 생성된 오토릴리즈 풀에 그 객체를 둔다. 오토릴리즈 풀이 릴리즈되면 추가했었던 모든 객
체들이 릴리즈된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의 오브젝티브‐C 문법과 오브젝티브‐C와 코코아 터치의 메모리 관리를 어
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이제 여러분은 코코아 터치 환경과 UIKit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세
하게 배울 준비가 되었다.
노트

오브젝티브-C 문법과 메모리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Mark Dalrymple과 Scott Knaster가
쓴 Learn Objective-C on the Mac(Apress, 2009)를 보자. 또한 애플은 Objective-C tutorials를
iPhone Dev Center(http://developer.apple.com/iphone)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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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터치와 UIKit 프레임워크
UIKit 프레임워크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UIKit 프레임워크는 아
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위한 오브젝티브‐C 클래스들을 정의한다.
UIKit은 아이폰 화면, 뷰, 스크롤 뷰, 테이블, 테이블 셀, 텍스트 레이블, 버튼, 이미지,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많은 종류의 컨트
롤들에 대한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화면은 UIKit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들을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적인 방법, 디자인
툴인 인터페이스 빌더를 이용한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배치하여 만들어진다. 아이폰과 아이팟 터
치는 기기를 길게 세웠을 때(세로 방향, portrait orientation) 가로 320픽셀과 세로 480픽셀의
화면을 갖는다(옮긴이_아이폰 4는 가로 640픽셀과 세로 960픽셀의 화면을 갖지만, 이 책에서는 3GS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 게임 개발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플레이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화면을 신나는 애니메이션들과 다른 그래픽들로 채우는 것이다. UIKit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다면 UIView에 그래픽 객체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UIView 소개
UIView는 컨테이너 객체이다. 이 의미는 버튼, 아이콘, 레이블, 텍스트 필드, 그리고 모든 종류
의 UI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UIView 안에 다른 UIView 인스턴스
들을 놓을 수도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UIView 안에 이미지 뷰를 위치시키는 것과 그 이미
지 뷰를 게임 로직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것을 주로 다룰 것이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UIView의 한 종류이다.
UIView는 그래픽적인 실제 영역을 표현하는 오브젝티브‐C 클래스이다. UIView는 위치, 사이
즈, 배경색, 가시성(Visibility), 그리고 터치 이벤트들에 응답을 할지와 같은 몇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UIView 속성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이폰 프로그래밍에서 UIView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아이폰 컴포넌트들이 UIView
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이다. 버튼, 레이블, 텍스트 필드, 텍스트 뷰, 그리고 테이블 모두는
UIView의 한 종류이다. 이 뜻은 이것들도 같은 속성들을 가지며 이런 속성들을 설정하면 같은
식으로 동작한다는 의미이다.

프레임 속성

UIView 화면의 위치와 사이즈는 프레임(frame)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표현된다. frame 속성은
CGRect 형식의 C 구조체이다. 이 구조체는 사각형의 특별한 속성들을 표현한다. 아이폰 UI 개

코코아 터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발을 하는 동안 CGRect는 레이블, 버튼, 그리고 텍스트 필드와 같은 UI 요소들의 위치와 사이
즈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CGRect 구조체는 두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원점(Origin): 첫 번째 항목은 CGPoint형의 C 구조체이다. 이것은 사각형의 왼쪽 ‐상단 끝의

x 좌표점과 y 좌표점을 갖는다.
크기(Size): 이 항목은 CGSize형의 또 다른 C 구조체이다. 이것은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값을

갖는다.
그림 3‐1은 UIView의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묘사한다. 아이폰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은
0,0에 해당한다.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끝의 x값은 319이다.
y축은 화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며, 화면 맨 아래의 y값은 479이다. 이 의미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의 위치는 319, 479라는 뜻이다. 그림 3‐1에서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뷰는
좌측 ‐상단 좌표를 100, 100으로 하고 있다. 즉, 화면의 좌측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100픽셀 그리
고 아래로 100픽셀의 위치이다. 이것이 바로 이 프레임의 원점이다. 이 뷰는 가로 100픽셀과 세
로 40픽셀을 가지며, 이것이 프레임의 크기이다.
0,0
100,100
높이 40픽셀
폭 100픽셀

319,479

그림 3-1 UIView의 프레임 속성은 뷰의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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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코드는 그림 3‐1에서 표현된 위치와 크기를 갖는 뷰를 생성한다.
CGRect newframe;
newFrame.origin = CGPointMake(100,100);
newFrame.size = CGSizeMake(100,40);
UIView *myView = [[UIView alloc] initWithFrame:newFrame];
노트

CGRect, CGPoint, 그리고 CGSize 모두 CG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것들은 오브
젝티브-C 클래스들이 아니라 C 구조체들이다. CG는 코어 그래픽스(Core Graphics)의 약자이다. 쿼츠
2D(Quartz 2D)로도 잘 알려진 코어 그래픽스는 선, 곡선, 그레디언트(gradient),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
기 위해 내부적으로 UIKit에 의해 사용되는 로우-레벨 C 라이브러리이다.

CGPoint 구조체의 x/y 항목들과 CGSize 구조체의 가로/세로는 C float 값들이다. 그 말은 모
든 뷰의 위치 값들이나 가로/세로 값으로 100.25와 같이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이폰 화면은 실제로 320×480의 물리적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수점의
픽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일까?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는 서브픽셀 렌더링(옮긴이_subpixel rendering,
서브 픽셀 렌더링은 컴퓨터의 LED 또는 OLED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이라는 기능이 있다.
소수점의 좌표와 크기가 주어지면 픽셀들 사이에 그래픽이 그려진 모양을 보여주는, 인접 픽셀들
사이를 보간(interpolating)한 그래픽을 렌더링한다.
배경색과 알파 속성

UIView의 또 다른 두 속성은 배경색과 알파(Alpha)이다. 불투명도(opacity)로도 잘 알려진 알
파는 투명도의 반대이다. 이 속성은 부호 없는(unsigned) float이며, 0.0(완전 투명)에서 1.0(완전
불투명) 사이의 값을 갖는다. 반투명은 0.5의 알파 값을 갖는다. 1.0보다 높은 모든 값들은 1.0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여러분이 뷰의 알파 속성을 설정하면 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그 설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뷰 안에 버튼과 레이블이 있으며, 뷰의 알파 속성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했다면 이 요소들
또한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보일 것이다.
배경색은 UIColor형의 속성이다. UIColor는 UIKit 프레임워크에 속한 오브젝티브‐C 클래스
이다. UIColor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상들에 대한 몇 가지 색상 상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색을 선택하여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장된 색상 상수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코드는 뷰의 배경색으로 빨간색을 설정하는 것이다.

간단한 게임 제작

myView.backgroundColor = [UIColor redColor];

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그리고 알파 값을 지정하여 색을 만들 수도 있다.
myView.backgroundColor = [UIColor colorWithRed:1.0 green:0.5 blue:1.0 alpha:1.0];

게임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은 거의 항상 여러분의 뷰를 관통하여 뒤에 있는 것들이 모두 보이도
록 뷰가 완전히 투명해지길 원하게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뷰 뒤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보기
힘들게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ckgroundColor 속성의 알파 값을 0으로 설정한다.
clearColor라는 간편한 색상 상수를 이용한다.
myView.backgroundColor = [UIColor clearColor];

중앙 속성

UIView의 또 하나 속성은 중앙(center)이다. 이것은 뷰의 중심 좌표를 지정하게 해 준다. 여러
분이 이 속성을 설정하면 뷰는 프레임의 원점을 다시 설정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이용
한다.
myView.center = CGPointMake(15,25);

UIView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속성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예제들을 통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게임을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설명만 들었으니 이제 직접 해 볼 차례이다.

간단한 게임 제작
지금부터는 화면 주위로 공을 튕기면서 색깔 있는 블록에 공이 맞으면 그 블록을 없애는 게임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Xcode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인터페이스 빌더(Interface Builder)를
사용하는 방법을 짧게 소개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만일 Xcode와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다면 “멋진 그래픽이 성공한다” 절로 바로 넘어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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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de 프로젝트 생성하기
UIKit으로 아이폰 게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Xcode에서 뷰 기반 애플리케이션(View‐based
New Project를 선택한다.
Application) 프로젝트로 시작할 것이다. Xcode를 시작하여 File
이렇게 하면 New Project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릴 것이다. 그림 3‐2와 같이 왼쪽 목록에서
iPhone OS 아래에 있는 Application을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View‐based Application
을 선택하자. 그런 다음 Choose...를 선택한다.

그림 3-2 New Project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View-based Application 선택

다음 단계에서 Xcode는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물어볼 것이다. 우
리는 블록‐격파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 이름을 IVBricker라고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치에
저장하자(필자는 Desktop 폴더에 저장했다). Xcode는 그림 3‐3과 같이 여러분이 지정한 곳에
IVBricker라는 이름의 폴더와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다.
Xcode에서 프로젝트가 로드되면 툴바 아래 왼쪽으로 Groups & Files라는 패널이 보일 것이
다. 그림 3‐3에서처럼 IVBricker라는 아이콘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나타낸다. 이 아이콘을 선
택하면, 상세(detail) 패널이라고 불리는 오른쪽‐상단 패널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간단한 게임 제작

위해 사용된 모든 파일들과 프레임워크들을 보여 준다. 왼쪽 패널에서 IVBricker 아이콘 아래에
서 다음과 같은 폴더 아이콘들이 보일 것이다.

그림 3-3 Xcode에서 로드된 뷰 기반 애플리케이션

Classes와 Other Sources: 이들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

Classes 그룹은 디스크의 폴더와 일치하는 유일한 그룹이다. 이 예제의 경우, 데스크톱(옮긴이
_Desktop, 필자가 IVBricker 프로젝트를 저장한 위치를 의미하며, 여러분이 임의의 위치에 이 프로젝
트를 저장했다면 그 위치를 보면 된다)의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Classes라는 폴더와 일치

한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는 이 그룹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Resources: 이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필요한 이미지, 사운드 등과 같은 데이터

파일들을 담고 있다. Xcode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컴파일된 코드와 함께 이 데이터 파
일들을 묶는다.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자원들을 추가할 때 이 그룹에 데이터 파일들을 가져다
놓을 것이다. 필자는 일관성을 위해서 이 그룹에 데이터 파일들 외에도 인터페이스 빌더 파일
들도 옮겨 놓는다.
Frameworks: 이 그룹은 여러분의 코드에서 사용되는 다른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참고체(reference)들을 포함한다.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Xcode에 의해 지정된 디폴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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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들은 이번 장의 샘플 프로젝트들을 위해 알맞다.
Products: 이 그룹은 빌드된 애플리케이션 번들에 대한 참조체를 포함한다. 이 애플리케이션

번들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준비가 되었을 때 앱 스토어(App Store)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새롭게 생성된 Xcode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 모두를 구성하는 파일들의 표준 그
룹 다섯 개가 있다. 여러분이 이들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그룹에 속한 파일들만 상세 패널
에 나타날 것이다. 이들 그룹들은 폴더 아이콘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폴더들과 일치하지 않는
다. 이 그룹들은 여러분의 파일들을 기능별로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Xcode가 제공하는 것들
이다.
Xcode에서의 우리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뷰 기반 애플리케이
션의 UI에 대해 살펴보자.

IVBricker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하기
Xcode에서 Resource 그룹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IVBricker‐Info.plist, IVBrickerView
Controller.xib, 그리고 MainWindow.xib 파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xib로 끝나는 두 개의
파일이 인터페이스 빌더 파일이다.
인터페이스 빌더는 아이폰 SDK의 GUI 디자인 툴이다. UIKit으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
터페이스 빌더에 대한 몇 가지 기초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메인 윈도우 파일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메인 윈도우 파일 살펴보기
Xcode에서 MainWindow.xib 파일을 선택하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열기 위해 더블 클릭하자.
인터페이스 빌더 윈도우는 왼쪽 상단에 있는 View Mode 아이콘들로 아이콘 뷰 모드와 컴포넌
트의 이름과 타입을 보여 주는 리스트 뷰 모드(그림 3‐4 참조), 그리고 계층 뷰 모드 이렇게 세
개의 뷰 모드를 제공한다.

간단한 게임 제작

그림 3-4 MainWindow.xib 파일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UI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다.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코코아 터치는 Main nib file base name이라는 속성 값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Info.plist 파일을 살펴보고 거기에 지정된 파일을 실행한다. Xcode 템플릿
들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속성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MainWindow.xib 파일로 하드코딩
되어 있다.
MainWindow.xib가 로딩되면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그 파일의 컴포넌트들과 속성들이 처리되

기 시작한다.
File’s Owner: 모든 인터페이스 빌더 파일은 File’s Owner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 인터페

이스 파일이 로딩될 때 코코아 터치가 하는 첫 번째 일은 File’s Owner에 지정된 타입의 객체
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예제의 MainWindow 경우, File’s Owner 객체는 UIApplication 타입
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코코아 터치 환경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UIKit 클래스이며,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간의 이벤트들을 전달한다. 이것이 아이폰 애플
리케이션에 의해 제일 먼저 인스턴스화되는 UIKit 객체이다.
노트

게임 개발이라는 목표 때문에 우리는 인터페이스 빌더의 First Responder 객체를 보통 무시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Dave Mark와 Jeff LaMarche가 쓴 Beginning iPhone 3 Development
(Apress, 2009)에서 이 객체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다.

Application Delegate: 모든 UIApplication 인스턴스는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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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 객체가 필요하며, 이 객체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코코아
터치는 MainWindow를 로드하고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에 지정된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

한다. 코코아 터치가 MainWindow 로딩과 그 파일에 지정된 모든 컴포넌트들과 속성들에 대
한 처리가 끝나면, 코코아 터치는 전부 실행되었다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를 호출한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가 없으면 이 호출이 전달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은 그냥 한가하게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의 업무는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life‐cycle)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메시지들에 대하여 이번 장의 후반부에 살펴 볼 것이다.
Window: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객체 다음으로 코코아 터치는 윈도우(Window) 컴포넌트

를 로드한다. 코코아 터치에서 윈도우 컴포넌트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몇 가지 다양한
뷰들을 가지고 있다. 이 윈도우 컴포넌트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UIWindow 인스턴스
이다.
View Controller: 뷰 컨트롤러(View Controller)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뷰의 컨트롤러

를 나타낸다. 이 예제에서 우리의 메인 뷰 컨트롤러는 Bricker View Controller라고 불리며,
IVBrickerViewController 타입이다. 뷰 컨트롤러 클래스들은 뷰가 로드되었는지 또는 코코
아 터치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뷰를 로드하지 않을 것인지와 같이, 뷰의 상태를 컨트롤러
에게 알려주는 코코아 터치 이벤트들에 대해 응답을 한다. 우리는 이번 장의 샘플 게임을 위한
멀티터치, 가속도계, 그리고 다양한 다른 이벤트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확장할 것
이다.
요약하면,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점에 코코아 터치는 MainWindow.xib 파일을 로드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xib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코코아 터치는 UIApplication 인스턴스, 메인 윈도우, 메
인 뷰, 그리고 그 뷰의 뷰 컨트롤러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통해
그것들을 함께 연결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코코아 터치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끝났다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
트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지금까지 MainWindow 파일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파일을 닫고 Xcode로 돌아가자.

뷰 컨트롤러 파일 살펴보기
Xcode 프로젝트에서 Resources 그룹에서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을 더블 클릭하자.
그림 3‐5와 같이 인터페이스 빌더에 그 파일이 열릴 것이다.

간단한 게임 제작

그림 3-5 인터페이스 빌더에서의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뷰에 대한 뷰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코코아 터치 컴포넌트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View라는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뷰가 있고,
IVBrickerViewController 타입의 객체인 IVBrickerViewController.xib File’s Owner가 있다.
여러분은 MainWindow.xib에 있는 뷰 컨트롤러와 같은 타입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우연
이 아니며, 모두 같은 객체이다.
이 인터페이스 빌더 파일에 있는 뷰(View) 컴포넌트는 레이블들과 같이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의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다양한 UI 컴포넌트들을 두게 될 곳이다.

뷰 속성 설정하기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뷰(View)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여 뷰의 레이아웃이 있는 윈도우를
열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회색 바탕색만 보인다.
⇧aI를 눌러서 인스펙터(Inspector) 윈도우를 열자. 뷰의 다양한 속성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림 3‐6처럼 인스펙터 윈도우를 이용할 것이다.
인스펙터 윈도우는 상단에 네 개의 탭이 있다. 왼쪽에서 첫 번째 탭은 애트리뷰트(Attributes)
탭이며, 애플리케이션의 UI 컴포넌트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 뷰의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Background 속성을 변경해 보자. 인스펙터 윈
도우에서 애트리뷰트 탭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Background 속성의 색상 견본(color
swatch)을 클릭하여 색상표를 연다. 뷰의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색이 변경되었으면 색
상표를 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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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스펙터 윈도우(오른쪽)는 UI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며, 뷰 윈도우
(가운데)는 UI 컴포넌트들을 배치하게 될 곳이다.

뷰에 컴포넌트 추가하기
뷰에 다른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자. ⇧aL을 눌러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연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Library)라고 불리는 윈도우가 열리며,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뷰에 놓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컴포넌트들을 보여 준다. 라이브러리 윈도우 상단에서 Objects 버튼을 선택한 다음,
그 아래에 Library라고 적혀 있는 팝업을 클릭하여 Cocoa Touch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Inputs & Values 그룹을 선택한다.
우리는 진행 중인 게임의 현재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의 레이블을 뷰로 드래그할 것이다.
라이브러리 윈도우에 보이는 컴포넌트 타입들 중 Label을 선택하고, 뷰 윈도우로 드래그하여 우
측 상단 끝에 두자.
노트

UI 컴포넌트들을 뷰 윈도우로 드래그할 때 인터페이스 빌더가 제공하는 파란색 점선을 계속 주시
하자. 컴포넌트들을 뷰 안에서 움직일 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파란색 점선들은 뷰 경계나 다른
컴포넌트들과의 적절한 거리에 컴포넌트들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힌트이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화면을 설계할 때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자.

새롭게 추가한 레이블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애트리뷰트 탭에서 Text 속성을 살펴보자. 이 속
성은 현재의 레이블 값을 가지고 있다. 이 Text 속성을 영(0) 다섯 개(00000)로 변경하자. 이

간단한 게임 제작

레이블은 우리의 게임에서 점수가 변할 때마다 그 점수를 표현할 것이다.
Font Size 속성에는 Adjust to Fit라는 체크 박스가 선택된 상태로 있는데, 고정된 폰트 크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택된 것을 빼자. 이렇게 하면 레이블은 전체 문자열을 표현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에 쓴 영들의 뒤쪽을 자를 것이다. 눈금자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인스펙터의 세 번째 탭으로 바꾸자. 이것은 사이즈(Size) 탭이다. W(Width) 속성을 50으로
바꾸자. 이제 레이블은 50픽셀의 넓이를 가지며, 영(0)이 잘 보일 것이다. 이제 X와 Y 속성을
각각 275와 10으로 변경하자. 그리고 그 왼쪽에 점들로 된 그리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하면 작은 빨간색 십자 표시(옮긴이_상하좌우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리드의 중앙에 위치한
다. 이번 장 전체에서 x와 y 좌표는 컴포넌트의 중앙을 의미한다.
새로운 레이블을 드래그하여 점수 레이블 왼쪽에 놓자. Text 속성을 Score:로 변경한다. 역시
Font Size 속성의 Adjust to Fit 체크 박스를 해제하고, 사이즈 탭으로 이동하자. W 속성을
50으로 하고, X와 Y 속성을 각각 216과 10으로 한다. 왼쪽에 있는 그리드에서 중앙의 점을 선택
하지 않았다면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선택하자. 선택하지 않으면 이 레이블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뷰는 점수 레이블을 갖게 되었고, 실행되면 더욱 더 게임처럼 보일 것이다. 그림
3‐7은 레이블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3-7 레이블 컴포넌트들과 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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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레이블을 추가했다. 다음은 무엇일까? 영(0)으로 쓴 점수 레이블은 게임 코드에 의해서
점수가 표시될 곳이다. 점수가 변할 때마다 점수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코드에서 해야 한
다. 코드를 통해 점수 레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뷰 컨트롤러에 속성(property)을 추가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scoreLabel이라고 할 것이다. 뷰 컨트롤러에 이 속성을 추가한 후,
뷰 컨터롤러의 scoreLabel 속성과 인터페이스 빌더의 점수 레이블 컴포넌트를 연결할 것이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변경한 IVBrickerViewController.xib를 저장하자.

뷰 컨트롤러에 코드 추가하기
Xcode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트리의 Classes 그룹을 선택하자. 오른쪽 상단의 상세 패
널에서 IVBrickerViewController.h를 선택한다. 이 파일의 내용은 상세 패널 아래에 있는 에디
터 패널에 나타날 것이다.
리스트 3‐5는 IVBrickerViewController.h의 코드를 보여 준다. 굵은 글씨로 된 코드들은 인스턴
스 변수(또는 ivar라고 부르는) scoreLabel과 연결하는 속성, 그리고 점수 값을 담기 위한 또 하
나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이다. 여러분의 파일에 이 세 줄을 추가하고 저장하자.
리스트 3-5 score라는 정수형 인스턴스 변수뿐만 아니라, scoreLabel 인스턴스 변수와 같은 이름의 속성을
정의하는 IVBrickerViewController.h의 새로운 코드
#import <UIKit/UIKit.h>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UILabel *scoreLabel;
int score;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end

다음으로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을 적절하게 수정하자. 에디터 패널에 이 파일을 열고
리스트 3‐6의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6 scoreLabel 속성을 synthesize하고, dealloc 메서드로 해제하는 IVBrickerViewController.m
코드
#import "IVBrickerViewController.h"
@implementation IVBrickerView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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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ze scoreLabel;
‐ (void)dealloc {
[scoreLabel release];
[super dealloc];
}

필자는 파일의 끝에 있는 dealloc 메서드 정의 부분을 @synthesize 문 바로 밑에 두는 것을
좋아한다. 속성들에 대한 @synthesize 문을 추가할 때마다 보통 dealloc 메서드 안에 짝을 이
루는 release 문을 추가해야 하는데, dealloc 메서드를 @synthesize 문을 바로 밑에 두면 코드
상에서 dealloc 메서드까지의 스크롤링이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dealloc 메서드 내에서
release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제 이 코드에 클래스가 추가되었다. 우리는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레이블 컴포넌트와 이 속성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IVBrickerViewController.h와 IVBrickerViewController.m을 확실하게
저장하고 계속 진행하자.

속성을 컴포넌트에 연결하기
IVBrickerViewController.xib를 더블 클릭하여 인터페이스 빌더로 돌아가자. File’s Owner를

오른쪽 클릭한다. 이렇게 하면 File’s Owner Outlets과 Referencing Outlets을 나열한 윈도
우가 나온다. Outlets에서 첫 번째에 있는 scoreLabel이 보일 것이다. scoreLabel 오른쪽에 있
는 비어 있는 원을 클릭한 상태로 Label (00000) 컴포넌트로 드래그한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뷰에 점수를 나타내는 scoreLabel 속성을 Label 컴포넌트와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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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에 속성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File’s Owner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윈도우 왼쪽에서

노트

두번째에 있는 탭인 커넥션(Connection) 탭으로 가서 scoreLabel의 속이 비어 있는 원에서 해당하는
레이블 컴포넌트로 드래그하는 것이다.

연결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뷰 컨트롤러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게임의 점수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score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05d", score];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났으니 이제 여러분은 아이폰 게임을 만드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UIKit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었다.
노트

만일 여러분이 코코아 터치, Xcode, 그리고 인터페이스 빌더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Dave
Mark와 Jeff LaMarche의 Beginning iPhone 3 Development(Apress, 2009)를 살펴보자.

멋진 그래픽이 성공한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블록 격파 게임을 위해서 화면 주위를 돌아다니는 공이 필요하다. 이 게임
구현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샘플 프로젝트에 공을 추가하자.
노트

이미 오브젝티브-C에 대해 알고 있고 Xcode와 인터페이스 빌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건너뛰려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받아서 예제 프로젝트인 IVBricker first
stage를 로드하자. 이 프로젝트에는 이전 절까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미지 추가하기
다운로드한 소스 코드의 이번 장 안에 IVBricker finished version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는 ball.png라는 파일이 있을 것이다. 이 파일을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하자. 하지만
프로젝트 폴더에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Xcode
의 Resources 그룹으로 드래그하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Xcode는 이 그룹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복사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사할 것이다.

간단한 게임 제작

이 파일을 프로젝트의 Resources 그룹에 복사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뷰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
다.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인터페이스 빌더로 돌아가자. 뷰 윈도우
는 우리가 두 개의 레이블을 추가했던 그 상태로 열릴 것이다. 인터페이스 빌더의 라이브러리
(Library) 윈도우가 열려 있지 않다면 ⇧aL을 눌러 열자.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Data Views
그룹을 선택한다(옮긴이_라이브러리 윈도우 상단에 있는 팝업 메뉴에서 Data Views를 선택한다). 이
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지 뷰(Image View)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이다.
이미지 뷰는 UIImageView 타입의 UIKit 컴포넌트이다. 이 뷰는 이미지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다. 아이폰 SDK는 JPG, GIF, PNG, TIFF, BMP, ICO(윈도우즈 아이콘), 그리고 CUR(윈도우즈
커서) 파일들과 XBM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 UIImageView 클래스의 객체들은 높이, 넓이, 부모

뷰 내에 있는 x와 y 좌표, 이미지 투명도, 이미지 확장 비율, 배경색 등등의 다양한 속성을 갖는다.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뷰 윈도우로 이미지 뷰를 드래그한다. 뷰 윈도우에 새롭게 추가된 이미지
뷰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윈도우의 애트리뷰트 탭에서 Image라는 속성을 보자. 드롭다운 리스트
에서 ball.png가 보일 것이다. 이미지로 이것을 선택하면 그림 3‐9와 같이 이미지 뷰는 공 그림
을 보여 줄 것이다(옮긴이_그림 3-9와 같게 하기 위해서 속성 중에 Mode를 Center로, Drawing의
Autosize Subviews만 체크하자).

그림 3-9 현재 이미지 뷰는 공 그림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지 뷰 컴포넌트를 공의 크기에 더 잘
맞도록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제 인스펙터 윈도우에서 사이즈 탭을 선택하고, 이미지 뷰의 넓이(W)와 높이(H)를 16×16픽셀
로 하고, X와 Y를 각각 159와 239로 하자. 이렇게 하면 뷰의 중앙에 볼이 위치하게 된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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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의 가운데 점에 빨간 십자 표시가 나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선택되지 않는다
면 공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작업한 것을 저장하고 Xcode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하자. 애플리케이션이 시뮬
레이터에서 실행될 때 검은색 배경, 빨간색 공, 그리고 점수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냥 그 위치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공에 대한 작업을 더 해 보자.
우리의 게임 코드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이 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뷰 컨트롤러에 score
Label을 추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뷰 컨트롤러에 속성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 Xcode에서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을 열고, 리스트 3‐7의 굵게 표시된 코드와 같이 공의 인스턴스
변수와 같은 이름의 속성(property)을 선언하는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7 공의 인스턴스 변수와 같은 이름의 속성을 선언하는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의 새로운
코드
#import <UIKit/UIKit.h>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UILabel *scoreLabel;
int score;
UIImageView *ball;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ball;
@end

다음은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을 고쳐 보자. 에디터 패널에 이 파일을 열고 리스트
3‐8의 굵게 표시된 코드와 같이 ball 속성을 synthesize하고, dealloc 메서드 안에 해제하는
코드를 추가한다.
리스트 3-8 ball 속성을 synthesize하고, dealloc 메서드 안에 해제하는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
의 새로운 코드
#import "IVBrickerViewController.h"
@implementation IVBrickerViewController

간단한 게임 제작

@synthesize scoreLabel;
@synthesize ball;
‐ (void)dealloc {
[scoreLabel release];
[ball release];
[super dealloc];
}

IVBrickerViewController.h와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했으니 인

터페이스 빌더의 이미지 뷰와 뷰 컨트롤러의 속성들을 연결하자. 다음 단계는 scoreLabel 속성
과 레이블을 연결했던 것(앞에서 설명한 ‘속성을 컴포넌트에 연결하기’ 절)과 같다. ball 속성을 공
의 이미지 뷰와 연결한 후에 그 공이 화면에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움직임의 착각
화면에서 움직임의 착각 현상을 만들기 위해 영화와 TV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고 연속적으로
하나씩 번갈아 보이는 프레임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영상 실행에 사용되는 frames
per second(옮긴이_초당 프레임 수)라는 용어의 시작이다. 게임 프로그래밍에서는 화면의 이미지

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디스플레이 로직은 최소한 초당 30회가 이상적이다.
아이폰에서 Foundation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NSTimer라는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를 초마다
몇 번씩 반복적으로 호출되도록 해 준다. 이제 우리는 화면 주변에 공이 튕기도록 NSTimer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공의 위치를 수정해 주는 메서드를 만들 것이다.

노트

아이폰 SDK 3.1 이상에는 타이머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CADisplayLink라고 불리며,
게임에 더욱 적합한 방법이다. CADisplayLink는 초당 60회의 갱신을 보장하는 아이폰 디스플레이와 동기
화한다. 우리는 NSTimer를 이용하여 이번 게임 예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지만, 이번 장의 끝에서
CADisplayLink를 이용한 코드로 바꿀 것이다.

Xcode로 돌아가서 에디터 패널에 IVBrickerViewController.h를 열고, 리스트 3‐9의 굵게 표시
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9 뷰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에 ballMovement 인스턴스 변수 추가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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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Label *scoreLabel;
int score;
UIImageView *ball;
CGPoint ballMovement;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ball;
‐ (void)initializerTimer;
‐ (void)animateBall:(NSTimer *)theTimer;
@end

이 코드는 프레임당 움직이게 될 공의 픽셀 수를 담는 ballMovement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뷰
컨트롤러에 추가한다. CGPoint는 Core Graphics 프레임워크에 의해 제공되는 C 구조체이다.
이것은 수평 및 수직으로 움직임의 다른 비율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X와 Y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initializerTimer와 animateBall: 메서드들을 선언했다.
다음은 IVBrickerViewController.m을 열자. viewDidLoad 메서드에 있는 주석들을 지우고 리
스트 3‐10의 굵게 표시한 것처럼 한다. initializerTimer와 animateBall: 메서드들에 대한 코드
를 주목하자.
리스트 3-10 뷰 컨트롤러 안의 viewDidLoad, initializerTimer, 그리고 animateBall:의 구현 코드이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ballMovement = CGPointMake(4,4);
[self initializeTimer];
}
‐ (void)initializeTimer {
float theInterval = 1.0/30.0;
[NSTimer scheduledTimerWithTimeInterval:theInterval target:self
selector:@selector(animateBall:) userInfo:nil repeats:YES];
}
‐ (void)animateBall:(NSTimer *)theTimer {

간단한 게임 제작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ballMovement.x,
ball.center.y+ballMovement.y);
if(ball.center.x > 310 || ball.center.x < 16)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if(ball.center.y > 444 || ball.center.y < 32)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

이 코드는 뷰 컨트롤러 안의 viewDidLoad, initializerTimer, 그리고 animateBall: 메서드를
구현한 것이다. viewDidLoad는 인스턴스 변수인 ballMovement의 초기 값을 가로 4픽셀, 세
로 4픽셀로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 initializerTimer 메서드를 호출한다. initializerTimer 메서
드는 NSTimer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초당 30회로 animateBall: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초기화
하였다.
animateBall: 메서드는 공의 중앙 좌표를 가지며, ballMovement 좌표에 해당하는 값들로 조
절하기 시작한다. 이 메서드는 매 프레임마다 가로, 세로 4픽셀로 공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킨다.
animateBall: 메서드의 나머지 코드는 공이 화면의 끝에 도착했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만약 화
면의 끝에 왔다면, 코드는 좌표 값을 4에서 ‐4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여 공의 움직임 방향을
전환한다. 예를 들어,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오른쪽 끝에 도착했다면, 공은 그 끝에
서 튕겨 나오며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매개변수로 넘긴 NSTimer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 모르겠다. 이
객체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죽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타
이머를 멈추는 코드를 추가할 것이다.
작업한 것을 저장하자.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하여 실행하고, 시뮬레이터에서 2D 그래픽이 동작
하는 아이폰의 위대함을 직접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는 움직임에 대한 개발을 조금 했다. 이제 사용자의 상호작용 부분을 약간 추가하자.
노트

이 간단한 예제에서 필자는 뷰 컨트롤러에 게임 상태와 게임 로직 코드를 넣는 중이다. 수많은 적
과 장애물, 그리고 계속 기록해야 할 다른 많은 게임 요소들이 있는 큰 규모의 게임을 설계할 때에는 화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델을 포함하고, 게임 모델 코드에서 게임 로직 코드를 분리하기 위한
몇몇의 클래스들을 생성하는 것이 더 포함된다. 그러면 뷰 컨트롤러가 해야 할 일이 더 간단하게 되는데,
게임 로직에 입력된 이벤트들을 보내고 게임 모델에 따라 뷰를 갱신하기만 하면 된다. 모델 코드, 뷰 코
드, 그리고 컨트롤러 코드를 분리하는 것을 모델-뷰-컨트롤러(Model-View-Controller) 디자인 패턴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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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력으로 움직이며 친해지기
아이폰 플랫폼은 게임을 위한 매우 고급의 입력 기술들을 제공한다. 화면을 그냥 터치하는 것
외에도, 아이폰은 한 번에 화면의 여러 터치 영역들을 이용한 복잡한 UI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멀티터치를 인식할 수 있다. 아이폰 플랫폼 계열의 모든 기기들은 움직임을 인식하는 애플리케이
션들을 만들 수 있는 가속도계를 내장하고 있으며, 매우 흥미로운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제 우리의 간단한 게임에 페달을 추가하고,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코드를 테스트해 보자. 이
번 장에 대한 소스 코드(IVBricker finished version)에서 paddle.png 파일을 찾아 보자(옮긴이_
여기서 말하는 소스 코드는 원서의 출판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말한다. 아직 소스 코
드를 다운받지 않았다면 이미지 파일들을 책과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다운받도록 하자.
소스 코드는 제이펍 출판사 블로그(http://www.jpub.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 파일을 프로젝트 폴

더에 복사하고, ball.png 파일을 추가했었던 방법과 같이 프로젝트의 Resources 그룹에 이 파일
을 추가하자.
다음은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이 열려 있지 않다면 인터페이스 빌더에 열고, 라이브
러리 윈도우에서 Cocoa Touch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뷰(Image View)를 하나 추가
한다. 새로운 이미지 뷰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로 paddle.png를 지정하자. 이 이미지 뷰의 넓
이와 높이를 각각 60과 16으로 하고, x, y 좌표를 159와 399로 한다. 위치 그리드의 가운데 점
에 빨간 십자 표시가 나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선택되지 않는다면 페달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옮긴이_필자는 책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았지만, 소스 코드에는 애트
리뷰트 속성 중에 Mode를 Center로, Drawing을 Autosize Subviews로 체크하였다).
이제 Xcode로 돌아가자. 우리는 코드에서 페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 변수와 속성을 뷰
컨트롤러에 추가할 것이다. paddle이라는 이름을 인스턴스 변수와 속성에 주도록 하자. 리스트
3‐11은 수정된 뷰 컨트롤러 코드를 보여준다.
리스트 3-11 paddl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와 속성을 뷰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에 추가하기
#import <UIKit/UIKit.h>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UILabel *scoreLabel;
int score;
UIImageView *ball;
CGPoint ballMovement;

간단한 게임 제작

UIImageView *paddle;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bal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paddle;
‐ (void)initializeTimer;
‐ (void)animateBall:(NSTimer *)theTimer;
@end

리스트 3‐12는 뷰 컨트롤러의 구현체를 수정한 코드이다.
리스트 3-12 뷰 컨트롤러의 구현체에서 paddle을 synthesize하고 release한다.
#import "IVBrickerViewController.h"
@implementation IVBrickerViewController
@synthesize scoreLabel;
@synthesize ball;
@synthesize paddle;
‐ (void)dealloc {
[scoreLabel release];
[ball release];
[paddle release];
[super dealloc];
}

코드를 변경했으니 인터페이스 빌더로 돌아가서 paddle 속성을 이미지 뷰에 연결하자. 이렇게
하면 화면상의 페달을 코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가속도계의 입력 처리하기
가속도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한 코드를 추가해 보자. 리스트 3‐13에서 우리의 예제 프

55

56

CHAPTER 3 작은 화면에서의 이미지 이동 - UIKit 컨트롤

로젝트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 코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굵게 표시된 코드를 IVBrickerView
Controller.m 파일에 추가하자.
리스트 3-13 뷰 컨트롤러에 가속도계를 지원하는 코드
‐ (void) accelerometer:(UIAccelerometer *)accelerometer
didAccelerate:(UIAcceleration *)accel
{
float newX = paddle.center.x + (accel.x * 12);
if(newX > 30 && newX < 290)
paddle.center = CGPointMake( newX, paddle.center.y );
}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UIAccelerometer *theAccel = [UIAccelerometer sharedAccelerometer];
theAccel.updateInterval = 1.0f / 30.0f;
theAccel.delegate = self;
ballMovement = CGPointMake(4,4);

리스트 3‐13의 첫 번째 메서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 값에 12를 곱하
여 페달의 현재 위치에 이 값을 추가하는 가속도계를 갖는다. 페달이 뷰의 오른쪽 또는 왼쪽 끝
으로 가지 않는다면 페달의 위치는 갱신된다.
viewDidLoad 메서드 안의 두 번째 부분에는 새로운 코드가 있으며, 초당 30회로 인식하도록
가속도계를 구성한다. 또한 가속도계 델리게이트(delegate)로 뷰 컨트롤러를 설정한다. 이 뜻은
가속도계가 리스트의 시작 부분에서 정의한 accelerometer:didAccelerate: 메서드를 호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만일 이 코드를 빌드한다면, 가속도계 델리게이트를 설정한 코드에 컴파일 경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코드는 컴파일되고 실행되지만, 필자는 컴파일 경고가 신경 쓰인다. 저 경고
를 없애기 위해서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찾자.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이 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UIAccelerometerDele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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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만일 여러분이 시뮬레이터에서 이 예제 프로젝트의 최종본을 실행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시뮬레이터가 가속도계 인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코드를 테스트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기기에 설치해야 한다. 이 작업은 여러분이 등록된 아이폰 개발자로 가입된 상태여야 하
며, 애플 아이폰 개발자 커넥션(Apple iPhone Developer Connection) 사이트인 http://developer.apple.
com/iphone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여러분의 기기에 올려서 기기를 좌우로 기울여 페달을 움직이자. 기기를
더 많이 기울이면 페달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개발용 기기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페달은 움직이는데 공이 페달에 부딪혔을 때 반대 방향
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조금만 참길 바란다. 다음 절에서 이 부분을 고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게임에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기능은 매우 정확하지도 않으며, 빠르게 움직이려면 기기를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공
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이 예제의 목적은 가속도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게임은 실제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가속도계 코드를 지우고 다음에 나오는 터치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터치스크린 입력 처리하기
Xcode 템플릿에 의해 생성된 뷰는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이미 터치에 대한 지원이 가
능하다. 뷰 코드에 추가해야 할 것은 터치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메서드들이다. 이들 메서드들은
touchesBegan:withEvent:, touchesMoved:withEvent:, 그리고 touchesEnded:withEvent:
라고 불린다. 사용자가 우리 뷰처럼 터치 가능한 컴포넌트를 터치했을 때 코코아 터치는 이 메서
드들을 호출한다.
이들 메서드를 추가하기 전, 우리는 사용자들이 손가락으로 화면 위를 드래그하는 것을 인식하도
록 뷰 컨트롤러에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해야 한다. 리스트 3‐14는 헤더 파일에 추가된 코드를
보여준다. 굵게 표시된 코드를 IVBrickerViewController.h에 추가하자.
리스트 3-14 뷰 컨트롤러의 헤더 파일에 touchOffset 추가하기
#import <UIKit/UIKit.h>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UILabel *scor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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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score;
UIImageView *ball;
CGPoint ballMovement;
UIImageView *paddle;
float touchOffset;
}

필자는 곧 touchOffset의 사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헤더 파일을 수정했으니 리스트 3‐15와 같이 뷰 컨트롤러 구현체에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
드를 추가할 수 있다.
리스트 3-15 뷰 컨트롤러에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 구현하기
‐ (void)touchesBegan:(NSSet *)touches withEvent:(UIEvent *)event {
UITouch *touch = [[event allTouches] anyObject];
touchOffset = paddle.center.x ‐ [touch locationInView:touch.view].x;
}
‐ (void)touchesMoved:(NSSet *)touches withEvent:(UIEvent *)event {
UITouch *touch = [[event allTouches] anyObject];
float distanceMoved =
([touch locationInView:touch.view].x + touchOffset) ‐ paddle.center.x;
float newX = paddle.center.x + distanceMoved;
if (newX > 30 && newX < 290)
paddle.center = CGPointMake( newX, paddle.center.y );
if (newX > 290)
paddle.center = CGPointMake( 290, paddle.center.y );
if (newX < 30)
paddle.center = CGPointMake( 30, paddle.center.y );
}

리스트 3‐15의 첫 번째 메서드인 touchesBegan:withEvent:는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 때 호
출된다. 이 코드는 touchOffset 인스턴스 변수에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한 곳과 페달의 중앙 좌
표 사이의 x축 거리 차를 저장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처음 터치한 위치가 페달을 이동시킬 시작
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메서드인 touchesMoved:withEvent:는 touchesBegan:withEvent: 다음으로 손가락
을 드래그할 때 호출된다. 이 코드는 첫 번째 메서드에서 저장했던 touchOffset 값을 가져와서
현재 touchesMoved 이벤트의 수평 위치에 더한 다음, 페달의 중앙 위치를 뺀다. 이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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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이벤트를 기준으로 좌우로의 손가락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다음
은 이 수평적인 거리를 페달의 위치에 적용한다. 이 코드는 페달의 움직임을 매우 부드럽게 해
준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자.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매우 빠르게 페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속도계 버전보다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객체들이 부딪칠 때
지금까지 우리 게임에서 공은 마치 페달이 없는 것처럼 페달을 통과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이 페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코드는 오직 뷰의 모퉁이(끝)
만 검사하고 있으니 animateBall: 메서드가 페달의 위치를 검사하고, 공이 페달에 닿으면 적절
한 동작을 하도록 코드를 더 추가하자.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에 리스트 3‐16의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16 animateBall: 메서드에 공과 페달 간의 충돌 감지 코드 추가하기
‐ (void)animateBall:(NSTimer *)theTimer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ballMovement.x,
ball.center.y+ballMovement.y);
BOOL paddleCollision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if(paddleCollision) {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
if(ball.center.x > 310 || ball.center.x < 16)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if(ball.center.y > 444 || ball.center.y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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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Movement.y = ‐ballMovement.y;
}

리스트 3‐16에 있는 코드는 공이 페달에 닿았는지를 검사하고, 반대 방향으로 공을 튀어 나가게
한다. 공이 한 번에 4픽셀씩 움직이기 때문에 위 코드의 11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는 공이
페달 안쪽에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코드이다.
이 최종 수정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완벽하게 동작하게 되었지만, 뭔가 여전히 빠진 게 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닌, 그래픽 데모이다. 우리는 이 예제를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코드
를 추가해야 한다.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게임은 플레이어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게임이 종료되는 실패 조건들과 게임의 목표를 완수하게 되는 성공 조건들이 필요
하다.

실패의 경우
일반적인 블록 ‐격파 게임에서 유일한 실패 상황은 공을 놓쳐서 화면의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경우이다. 공이 화면의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게임 로직은 공을 멈추고 플레이어가 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다음에 공을 화면의 중앙에 놓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게임들은 게임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에게 몇 개의 생명을 준다. 우리의 블록 ‐격파
게임에서도 공이 화면 아래쪽에 다다를 때마다 그 생명들을 하나씩 빼야 하며, 모두 죽으면 게임
은 끝난다.
생명의 개수를 세고 보여주는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명 총 개수를 담는 lives라고
부를 정수형 인스턴스 변수와 그 값을 표시할 UILabel형의 속성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자에게 “Game Over”라는 메시지 및 다른 메시지들을 표시할 또 하나의 UILabel 속성이 필요
하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코딩하고, 다음 절에서는 목표를 완수하게 되는 조건들과 점수
들을 다룰 것이다. 리스트 3‐17은 게임 진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수정
부분을 보여 준다.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에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17 사용자 메시지와 게임의 생명을 지원하기 위한 뷰 컨트롤러 헤더 파일 변경
UIImageView *paddle;
float touchOffset;
int lives;
UILabel *lives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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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Label *messageLabel;
BOOL isPlaying;
NSTimer *theTimer;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bal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ImageView *paddle;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livesLabel;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messageLabel;
‐ (void)startPlaying;
‐ (void)pauseGame;

리스트 3‐17의 코드는 뷰 컨트롤러에 네 개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추가한다. 필자는 앞에서 두
개의 레이블과 lives에 대해 설명하였다. isPlaying은 게임 플레이를 잠시 멈췄는지를 감지하기
위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 다른 인스턴스 변수는 타이머 인스턴스를
위해 추가되었다.
리스트의 아래쪽에는 레이블들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속성이 있다. 또한 viewDidLoad 메서드
에 어수선하게 있는 코드를 정리하는 데 사용될 startPlaying과 pauseGame이라는 두 개의 메
서드에 대한 선언을 추가하였다.
뷰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였으니 뷰 컨트롤러의 구현체를 수정하도록 하자. IVBricker
ViewController.m 파일을 열어서 리스트 3‐18에 굵게 표시된 코드로 수정하자.
리스트 3-18 아래와 같이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 수정하기
@synthesize paddle;
@synthesize livesLabel;
@synthesize messageLabel;
‐ (void)dealloc {
[scoreLabel release];
[ball release];
[paddl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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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Label release];
[messageLabel release];
[super dealloc];
}

이전에 코드를 수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헤더 파일에 있는 속성들을 synthesize하고, dealloc
메서드에서 그것들을 release한다. 이제 이 synthesize한 속성들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UI 컴
포넌트들과 코드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레이블들을 UI에 추가하기 위해 IVBrickerViewController.xib 파일을 인터페이스 빌더
에서 열자.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레이블들을 드래그해서 뷰에 두자.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왼쪽 상단 경계에 레이블을 두자. 인스펙터의 애트리뷰트 탭에서 Text 속성을 Lives:라고 한
다. Font Size 속성의 Adjust to Fit의 체크를 해제한다. 사이즈 탭에서 X와 Y 속성을 각각
45와 10으로 하고, 넓이를 50으로 변경한다.
또 하나의 레이블을 Lives: 레이블 오른쪽에 두자. 애트리뷰트 탭에서 Text 속성을 3이라고
설정한다. Font Size 속성의 Adjust to Fit의 체크를 해제한다. 사이즈 탭에서 X와 Y 속성을
각각 83과 10으로 하고, 넓이를 20으로 변경한다.
세 번째 레이블을 페달 위에 두자. 애트리뷰트 탭에서 Text 속성을 Game Over라고 설정하
고, Alignment 속성을 Centered로 설정한다(Line Breaks 바로 밑에, Layout 옆에 있는 중간
버튼). Font Size 속성의 Adjust to Fit의 체크를 해제한다. 현재 “Helvetica, 17.0”으로 되
어 있는 Font 속성을 클릭하여 폰트 피커 윈도우를 열어서 Collections에서 English를,
Family에서 Helvetica를, Typeface에서 Oblique를, 그리고 Size에서 36을 선택하고 폰트
피커를 닫는다. 사이즈 탭에서 X와 Y 속성을 각각 159와 353으로 하고, 넓이를 310으로 하고,
높이를 43으로 변경한다.
세 개의 레이블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뷰 컨트롤러의 속성들과 연결하자. Outlets와
Referencing Outlets 윈도우를 열기 위해 File’s Owner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자. livesLabel
속성에서 Label (3)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와 연결하고, messageLabel 속성과 Label(Game
Over)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와 연결한다. 그림 3‐10은 세 개의 레이블과 그 위치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뷰 컨트롤러 클래스와 UI를 수정하였다. 이 게임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
구현체에서 다른 것들을 수정해 보자. 수정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필자는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눴다. 리스트 3‐19의 굵게 표시된 코드는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의 전반부를 수정
한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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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세 개의 새로운 레이블: “Lives:”라는 것,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수를 보여
주는 것, 그리고 “Game Over”처럼 사용자 메시지들을 위한 것

리스트 3-19 IVBrickerViewController.m의 viewDidLoad 메서드를 변경함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self startPlaying];
}
‐ (void)startPlaying {
if (!lives) {
lives = 3;
score = 0;
}
score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05d", score];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ball.center = CGPointMake(159, 239);
ballMovement = CGPointMake(4,4);
// 공의 움직임이 왼쪽에서 오른쪽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인지를 결정한다.
if (arc4random() % 100 < 50)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messageLabel.hidden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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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laying = YES;
[self initializeTimer];
}
‐ (void)pauseGame {
[theTimer invalidate];
theTimer = nil;
}
‐ (void)initializeTimer {
if (theTimer == nil) {
float theInterval = 1.0f/30.0f;
// 필자는 animateBall:을 gameLogic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였다.
theTimer = [NSTimer scheduledTimerWithTimeInterval:theInterval target:self
selector:@selector(gameLogic) userInfo:nil repeats:YES];
}
}

초기 버전들과의 가장 큰 변경은 viewDidLoad 메서드에 있다. 전에는 대부분의 초기화 코드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startPlaying이라는 새로운 메서드 안으로 그 코드들을 넣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초기화 코드는 여러 곳에서 호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 진행을 위한 초기화 코드
는 다음의 일들이 발생할 때 호출되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한 번 죽은 다음에 게임이 다시 시작될 때
세 번 다 죽은 다음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
초기화 코드를 여러 곳에서 호출될 수 있는 메서드 안에 넣는 게 그 코드를 복사하여 여러 장소
에 붙여 넣는 것보다 훨씬 좋다. 코드를 복사하여 붙이면 복사된 코드를 변경해야 할 때마다 버
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startPlaying 메서드는 생명의 수가 0이 되면 플레이어의 생명을 3으로, 점수를 0으로 재설정한
다. 그런 다음, 화면의 점수와 생명 수에 대한 레이블을 갱신한다. 초기화 코드의 이전 버전과
같이 ballMovement 인스턴스 변수를 가로, 세로를 4픽셀로 설정하며, 화면의 중앙에 공을 위
치시킨다.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코드는 랜덤하게 숫자를 골라서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초기화 코드는 메시지 레이블을 숨기며, isPlaying 플래그를 YES로 설정한다. 마지막으
로 우리는 NSTimer 인스턴스를 initializerTimer를 호출하여 초기화했다. animateBall: 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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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이름이 다음 리스트에 보이는 gameLogic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자
리스트 3‐20은 뷰 컨트롤러 구현체의 나머지 변경 부분을 담고 있다.
리스트 3-20 IVBrickerViewController.m의 나머지 변경 부분
‐ (void)touchesBegan:(NSSet *)touches withEvent:(UIEvent *)event {
if (isPlaying) {
UITouch *touch = [[event allTouches] anyObject];
touchOffset = paddle.center.x ‐
[touch locationInView:touch.view].x;
} else {
[self startPlaying];
}
}
‐ (void)touchesMoved:(NSSet *)touches withEvent:(UIEvent *)event {
if (isPlaying) {
UITouch *touch = [[event allTouches] anyObject];
float distanceMoved =
([touch locationInView:touch.view].x + touchOffset) ‐
paddle.center.x;
float newX = paddle.center.x + distanceMoved;
if (newX > 30 && newX < 290)
paddle.center = CGPointMake( newX, paddle.center.y );
if (newX > 290)
paddle.center = CGPointMake( 290, paddle.center.y );
if (newX < 30)
paddle.center = CGPointMake( 30, paddle.center.y );
}
}
// 필자는 animateBall: 메서드 이름을 gameLogic으로 변경하였다.
‐ (void)gameLogic: (NSTimer *) theTimer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ballMovement.x,
ball.center.y+ballMovement.y);
BOOL paddleCollision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if(paddleCollision) {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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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
if (ball.center.x > 310 || ball.center.x < 16)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if (ball.center.y < 32)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if (ball.center.y > 444) {
[self pauseGame];
isPlaying = NO;
lives‐‐;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if (!lives) {
messageLabel.text = @"Game Over";
} else {
messageLabel.text = @"Ball Out of Bounds";
}
messageLabel.hidden = NO;
}
}

리스트 3‐20에 있는 터치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코드는 게임 중인지를 알기 위해 isPlaying 플래
그를 검사한다. isPlaying 플래그가 YES로 설정되었다면 터치 이벤트 핸들링 코드는 이전처럼
같은 단계를 수행할 것이다. isPlaying 플래그가 NO로 설정되었다면 touchesBegan 이벤트
핸들링은 게임을 재시작할 것이다. 반대로, touchesMoved 이벤트 핸들링은 isPlaying 플래그
가 NO로 설정되었을 땐 터치 이벤트를 무시한다.
앞에서 알아차렸듯이 이 코드에서의 또 하나의 변화는 animateBall: 메서드 명을 gameLogic
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메서드는 단순히 공을 움직이게 했던 것보다 몇 가지 더 많은 것들을
한다. 현재 공은 페달에 부딪쳤을 때와 화면의 윗쪽, 오른쪽, 또는 왼쪽 끝에 도달했을 때 튕겨
나오고 있다. 공이 화면의 아래쪽에 왔을 때 코드는 pauseGame 메서드의 게임 로직 타이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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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하여 게임을 중지하며, isPlaying 플래그를 NO로 설정하고, 생명 수를 하나 줄이고, 화
면에 남아 있는 생명의 수를 표시한다. 또한 플레이어의 생명 개수가 남아 있는지를 검사하여
없다면 “Game Over”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플레이어에게 공이 영역 밖으로
나갔다고 알려준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화면을 한 번 터치하면 계속 진행된다.
우리는 실패한 경우를 처리하는 코드를 모두 추가했다. 이제 이기는 경우들을 구현하기 위해 필
요한 일들을 알아보자.

이기는 경우
블록 ‐격파 게임에서는 공으로 다양한 색의 블록들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
른 색의 블록들의 점수는 서로 다르다. 또한 한 줄에서 하나 이상의 블록을 맞히면 더 높은 보너
스 점수도 얻게 된다. 여러분은 색칠된 모든 블록을 없애면 이기게 된다.
지금의 우리 게임 예제에는 이러한 이기는 조건들이 없다. 먼저 우리는 화면에 블록들을 추가해
야 한다. 우리는 각 블록마다 다른 이미지 뷰 객체를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이 블록
들 중 하나를 맞히고 튕겨 나오는 것을 감지하는 게임 로직 코드를 추가해야 하고, 적절한 점수
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미지 뷰들을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프로그램적으로 이미지를 로드하고 표시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샘플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뷰들을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컴포넌트들을 드래그하
여 추가하였다. 이 방법은 많은 상용구 코드를 타이핑하지 않도록 해 줘서 편리하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게임이 수백 개의 다른 이미지들로 이루어진다면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모든 이미지를
뷰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일 것이다. 즉, 이미지 뷰들을 놓을 때 신중해야 하며, 여러분
의 코드에 있는 속성들과 연결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게임에서 필요할 때 이미지 뷰들
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코드로 UIImage와 UIImageView를 만들고 처리하는 것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에 이미지들을
로드하고 표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UIImage와 UIImageView
를 사용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코드로 한 것이 아닌 인터페이스 빌더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UIImage 인스턴스는 다양한 이미지 형식에서 로드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UIImage 인스턴스는 아이폰의 플래시 디스크에서 파일을 로딩하거나 URL에서 이미지를 다운
로드하여서 생성한다. 리스트 3‐21의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번들로부터 파일을 로드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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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리스트 3-21 애플리케이션 번들로부터 이미지를 로딩하기
UIImage* myImageObj;
NSString* imagePath = [[NSBundle mainBundle] pathForResource:@"myImage" ofType:@"png"];
//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로드한다.
myImageObj = [[UIImage alloc] initWithContentsOfFile:imagePath];
// 또는 아래와 같이 한다.
myImageObj = [UIImage imageNamed:imagePath];
노트

여러분이 [[UIImage alloc] initWithContentsOfFile:]를 사용할지, 아니면 [UIImage imageNamed:]
를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하지만 [UIImage imageNamed:]는 때때로 필요 이상으
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필자는 이번 장의 “커스텀 이미지 로더로 메모리
관리하기” 절에서 loadImage: 메서드로 UIImage 캐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여 줄 것
이다. 이 캐시는 메모리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이미지들을 해제하기 위한 메서드를 제공할 것이다.

UIImage 인스턴스는 불변적(immutable)이다. 이 의미는 높이, 넓이, 불투명도 등과 같은 이미
지 속성들을 얻을 수만 있을 뿐 변경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객체라는 뜻이다. 또한
이 객체는 이미지 데이터에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UIImage 객체에 그리
거나 어떤 픽셀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아이폰은 뷰의 그래픽 컨텍스트에 그리거나 그린 것을
UIImage 객체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드로잉을 위한
다른 API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객체 스스로가 화면에 표시할 수 없다.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UIImageView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것은 UIImage의 인스턴스로 초기화해야 한다. UIImageView 객체가
초기화되면, 여러분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하여 뷰에 추가할 수 있다. 리스트 3‐22는 UIImage의
인스턴스로 UIImageView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방법과 뷰(예제에서 mainView라고 한 뷰)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리스트 3-22 앞서 로드된 이미지 객체로 이미지 뷰를 초기화한 후 뷰에 추가하기
UIImageView* myImgView = [[UIImageView alloc] initWithImage:myImageObj];
[mainView addSubview:myImgView];

이 예제는 이미지 뷰 인스턴스를 변수에 저장하지만 코코아(Cocoa)에서 사용 가능한 배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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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또는 다른 컬렉션 객체들과 같은 객체로 저장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적으로 이미지 뷰들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뷰들은 오직 코드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인터페이스 빌더가 제공하는
시각적 디자인의 편안함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나 편안함이 덜한 반면, 유연성은 높아진다. 메모
리가 허용하는 한 많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미지 뷰들의 사이즈, 위치, 투명도, 그리고
화면에 보일 것인지 숨길 것인지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과 같은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속성들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볼 수 있는 속성(애트리뷰트)과 같은 것이다.
코드를 통한 이미지 뷰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배웠으니 샘플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한
다른 부분들을 합칠 수 있게 되었다.

격자무늬의 블록 생성하기

먼저 블록들을 저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블록들을 할당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예제에서는 페달과 같은 넓이(64픽셀)의 블록을 사용할 것이다. 아이폰 화면은
가로 320픽셀이다. 이 의미는 화면에 걸쳐 다섯 개의 블록을 나란히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블
록은 페달의 높이의 약 3배 정도가 될 것이다. 만일 점수표와 남은 생명 수를 보여주는 곳 바로
밑에서부터 게임이 시작될 때 공이 화면의 중앙에서 표시되는 곳 위까지 우리의 블록들을 놓는
다면, 화면에 4줄의 블록을 둘 수 있다.
블록들을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C 배열을 이용할 것이다. 이미지 뷰들을 위한 포인터
들을 5×4 배열로 할당하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IVBrickerViewController.h를
열고 리스트 3‐23에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23 이미지 뷰에 이미지 뷰 객체들에 대한 포인터 배열 할당하기
UILabel *messageLabel;
BOOL isPlaying;
NSTimer *theTimer;
#define BRICKS_WIDTH 5
#define BRICKS_HEIGHT 4
UIImageView *bricks[BRICKS_WIDTH][BRICKS_HEIGHT];
NSString *brickTypes[4];
}
@property (nonatomic, retain) IBOutlet UILabel *scor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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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property
@property
@property

(nonatomic,
(nonatomic,
(nonatomic,
(nonatomic,

retain)
retain)
retain)
retain)

IBOutlet
IBOutlet
IBOutlet
IBOutlet

UIImageView *ball;
UIImageView *paddle;
UILabel *livesLabel;
UILabel *messageLabel;

‐ (void)initializeTimer;
‐ (void)pauseGame;
‐ (void)startPlaying;
‐ (void)initializeBricks;
@end

리스트 3‐23의 코드는 두 개의 상수인 BRICKS_WIDTH와 BRICKS_HEIGHT을 선언하며,
배열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이 상수들을 이용한 이미지 뷰에 대한 배열의 포인터를 선언한다.
이 코드는 블록 이미지들에 대한 파일 명들을 담는 문자열 배열을 선언하며, initializeBricks라
는 이름의 메서드 선언으로 끝나도록 변경되었다.
이 예제를 위해서 필자는 네 개 색상의 블록 이미지들을 만들었다. 다운로드한 코드에서 IVBricker
finished version 폴더에서 bricktype1.png부터 bricktype4.png까지의 파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블록에 대한 배열을 선언했으니 이미지 뷰 인스턴스들로 채워야 한다. 각 이미지 뷰를 초기화할
때, 블록 배열을 루프 돌면서 brickTypes 목록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므로 이 작업이 완료된
다. 이미지 뷰를 초기화하고 배열에 할당하는 것 말고, 각 이미지 뷰를 화면에 위치시키고 메인
뷰에 추가해야 한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을 열고 리스트 3‐24
의 굵게 표시된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24 뷰가 처음 로드될 때 블록 이미지 뷰 배열을 채우기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self initializeBricks];
[self startPlaying];
}
‐ (void)initializeBricks
{
brickTypes[0] = @"bricktype1.png";
brickTypes[1] = @"bricktype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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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Types[2] = @"bricktype3.png";
brickTypes[3] = @"bricktype4.png";
int count = 0;
for (int y = 0; y < BRICKS_HEIGHT; y++)
{
for (int x = 0; x < BRICKS_WIDTH; x++)
{
UIImage *image = [UIImage imageNamed:brickTypes[count++ % 4]];
bricks[x][y] = [[[UIImageView alloc] initWithImage:image]
autorelease];
CGRect newFrame = bricks[x][y].frame;
newFrame.origin = CGPointMake(x * 64, (y * 40) + 50);
bricks[x][y].frame = newFrame;
[self.view addSubview:bricks[x][y]];
}
}
}
‐ (void)startPlaying {
if (!lives) {
lives = 3;
score = 0;
for (int y = 0; y < BRICKS_HEIGHT; y++)
{
for (int x = 0; x < BRICKS_WIDTH; x++)
{
bricks[x][y].alpha = 1.0;
}
}
}
score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05d", score];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ball.center = CGPointMake(159, 239);
ballMovement = CGPointMake(4,4);
// 공의 움직임이 왼쪽에서 오른쪽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인지를 결정한다.
if (arc4random() % 100 < 50)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messageLabel.hidden = YES;
isPlaying = YES;
[self initializeT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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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3‐24의 코드에서 새로운 메서드인 initializeBricks을 viewDidLoad 메서드에서 호출
한다. 그리고 initializeBricks 메서드에서 brickTypes에 서로 다른 파일들을 할당한다.
리스트 3‐24의 나머지 코드는 5×4의 블록 그리드를 루프 돌면서 이미지 뷰를 할당하고, 그 이미
지 뷰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블록을 할당한다. 그런 다음에 그리드의 이미지 뷰 위치를
기반으로 화면상의 위치를 픽셀로 계산한다.
이 계산식은 블록 이미지의 크기가 64×40픽셀이라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코드는 블록 이
미지의 위치가 맞도록 x축에 64를 곱하고 y축에 40을 곱하는 코드이다. 우리는 블록의 첫 번째
줄이 Score와 Lives 레이블 밑에 오며, 레이블들과 첫 번째 줄 사이에 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해 50픽셀을 수직 방향으로 추가로 더 주었다. 그림 3‐11은 블록의 그리드
를 나타내는 이 게임을 보여 준다.

그림 3-11 화면의 중앙 위쪽으로 블록들의 그리드를 보여 주는 게임

이미지 뷰 충돌 감지하기

이제 게임은 블록들의 그리드와 공, 그리고 페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게임을 실행해 본다
면 여전히 점수를 얻는 방법과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점수
와 게임의 승리 조건을 처리하는 gameLogic: 메서드에 코드를 추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작
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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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블록들 중 하나에 부딪쳤을 때 감지하기
공이 블록에 충돌하기 전에 향하던 반대 방향으로 공을 튕겨 내기
점수 추가하기
블록 제거하기
모든 블록이 없어지면, gameLogic: 타이머를 멈추고 이겼다는 것을 플레이어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이 장의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뷰의 frame 속성은 뷰가 사용하는 사각형 영역의 좌표와 크기를
담고 있다. 코어 그래픽스(Core Graphics)는 뷰의 프레임 하나가 다른 뷰의 프레임과 겹치는지
를 감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CGRectIntersectsRect 함수를 제공한다. 우리는 공이 블록과 충돌
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할 것이다.
블록과 충돌했음을 감지하면 뷰에서 그 블록을 제거해야 한다. 블록을 없앨 때 그냥 그걸 제거하
는 것보다 시간(예를 들면, 약 0.5초)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 우
리는 충돌을 감지하는 코드를 통해서 매 0.1초마다 블록의 alpha 속성을 줄여서 이 작업을 처리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충돌이 감지되면 코드는 1.0의 알파 값을 갖고 있지 않은 블록들을 무시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이 이전 프레임에서 이 블록들을 이미 맞혔기 때문이다.
블록이 맞았을 때 서서히 사라지는 것 말고, 공 또한 블록을 맞히면 블록의 맞힌 면에서 반대로
튀어 나가야 한다. 만일 공이 수직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블록의 위쪽을 맞혔다면, 다음 프레임에
서 공은 수직방향으로 올라가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충돌을 감지하는 코드를 살펴보자. 리스트 3‐25는 변경된 gameLogic: 메서드와 이런 변경을
뒷받침할 다른 함수들을 보여 준다. 굵게 표시된 코드는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에서
수정할 부분을 보여 준다.
리스트 3-25 gameLogic: 메서드에 블록이 맞았는지를 감지하는 코드
‐ (void)gameLogic:(NSTimer *) theTimer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ballMovement.x,
ball.center.y+ballMovement.y);
BOOL paddleCollision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if(paddleColl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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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Movement.y = ‐ballMovement.y;
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y <= paddle.center.y + 16 && ballMovement.y > 0) {
ball.center = CGPointMake(ball.center.x, paddle.center.y + 16);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else if (ball.center.x <= paddle.center.x + 32 && ballMovement.x > 0) {
ball.center = CGPointMake(paddle.center.x + 32, ball.center.y);
}
}
BOOL there_are_solid_bricks = NO;
for (int y = 0; y < BRICKS_HEIGHT; y++)
{
for (int x = 0; x < BRICKS_WIDTH; x++)
{
if (1.0 == bricks[x][y].alpha)
{
there_are_solid_bricks = YES;
if ( CGRectIntersectsRect(ball.frame, bricks[x][y].frame) )
{
[self processCollision:bricks[x][y]];
}
}
else
{
if (bricks[x][y].alpha > 0)
bricks[x][y].alpha ‐= 0.1;
}
}
}
if (!there_are_solid_bricks) {
[self pauseGame];
isPlaying = NO;
lives = 0;
messageLabel.text = @"You Win!";
messageLabel.hidden = NO;
}
if (ball.center.x > 310 || ball.center.x < 16)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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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all.center.y < 32)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if (ball.center.y > 444) {
[self pauseGame];
isPlaying = NO;
lives‐‐;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if (!lives) {
messageLabel.text = @"Game Over";
} else {
messageLabel.text = @"Ball Out of Bounds";
}
messageLabel.hidden = NO;
}
}
‐ (void)processCollision:(UIImageView *)brick
{
score += 10;
score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score];
if (ballMovement.x > 0 && brick.frame.origin.x ‐ ball.center.x <= 4)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else if (ballMovement.x < 0 && ball.center.x ‐ (brick.frame.origin.x +
brick.frame.size.width) <= 4)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if (ballMovement.y > 0 && brick.frame.origin.y ‐ ball.center.y <= 4)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else if (ballMovement.y < 0 && ball.center.y ‐ (brick.frame.origin.y +
brick.frame.size.height) <= 4)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brick.alpha ‐= 0.1;
}

이 코드는 화면에 속이 꽉 찬 블록(옮긴이_알파 값이 1.0인 블록)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변수를 선
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there_are_solid_bricks이라는 변수는 최초에 NO
라고 설정된다. 이 코드는 각 블록들을 루프 돌면서 블록이 꽉 찼는지 검사한다. 만일 꽉 차지
않은 블록을 발견하면 그 블록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프레임마다 블록의 alpha 속성의 값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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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꽉 찬 블록이 발견되었을 때 there_are_solid_bricks 변수에 YES를 설정하며, 이 변수
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이겼는지를 코드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화면에 블록들이 남아 있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된다.
또한 코드가 꽉 찬 블록을 발견하면, 공이 블록 영역에 있는지를 감지하기 위한 코어 그래픽스
함수인 CGRectIntersectsRect를 사용하여 공이 블록을 맞혔는지를 검사한다. 만약에 공이 블
록을 맞혔다면 코드는 매개변수로 블록 객체를 넘기며, processCollision 메서드를 호출한다.
processCollision 메서드는 점수에 10점을 더하고 새로운 점수를 화면에 보여 준다. 또한 공이
맞힌 블록의 면을 검사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공을 튕겨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중요한 사항인, 블록의 alpha 속성 값을 줄여서 그 블록이 꽉 찬 블록이 아님을 표시한다.

타이머를 CADisplayLink로 바꾸기
이 장의 초반부에서 필자는 주기적으로 호출되는 새로운 방식의 스케줄링 메서드인 CADisplay
Link 클래스가 아이폰 SDK 3.1에 추가되었다고 언급했었다. 이 클래스는 NSTimer와 비슷하
지만 더 정확하게 실행된다. 이것은 초당 60회 갱신(refresh)하는 아이폰의 화면 로직과 동기화
되어 있다. 리스트 3‐26과 3‐27은 게임 로직을 CADisplayLink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여 준다.
리스트 3-26 이 리스트는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에 대한 수정을 나타낸다.
#import <UIKit/UIKit.h>
#import <QuartzCore/CADisplayLink.h>
@interface IVBricker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UILabel *scoreLabel;
int score;
UIImageView *ball;
CGPoint ballMovement;
UIImageView *paddle;
float touchOffset;
int lives;
UILabel *livesLabel;
UILabel *messageLabel;
BOOL isPlaying;
CADisplayLink *theTimer;

간단한 게임 제작

#define BRICKS_WIDTH 5
#define BRICKS_HEIGHT 4

리스트 3-27 이 리스트는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에 대한 수정을 나타낸다.
‐ (void)pauseGame {
[theTimer invalidate];
theTimer = nil;
}
‐ (void)initializeTimer {
if (theTimer == nil) {
theTimer = [CADisplayLink displayLinkWithTarget:self
selector:@selector(gameLogic:)];
theTimer.frameInterval = 2;
[theTimer addToRunLoop: [NSRunLoop currentRunLoop]
forMode: NSDefaultRunLoopMode];
}
}

리스트 3‐26은 theTimer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NSTimer에서 CADisplayLink로 타입을 변경
했고, 리스트 3‐27은 theTimer를 초기화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NSTimer의 초기화 메서드는
게임 로직을 호출하는 시간 간격(interval)을 매개변수들 중 하나로 가졌었다. CADisplayLink
는 디폴트로 초당 60프레임을 실행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 로직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rameInterval이라는
CADisplayLink 속성을 2로 설정했다. 이것은 CADisplayLink에게 두 프레임마다 실행하라
고 알려 주는 것이며, 게임 로직을 초당 30회로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든다.
또한 NSTimer는 타이머가 반복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또 다른 매개변수를 갖는다는 점에서
CADisplayLink와 NSTimer는 다르며, CADisplayLink는 무효화(invalidate)될 때까지 반
복되도록 설정된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CADisplayLink는 시스템 이벤트들을 처리하기 위한
코코아 터치 구조인 런 루프(run loop)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STimer는 초기화되자마
자 실행되기 시작한다.
이 버전의 IVBricker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은 프로젝트에 Quartz Core 프레임워크를 포함
해야 한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것을 추가하려면, Groups and Files 패널의 Frameworks
그룹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Add Existing Frameworks를 선택하자. 그림 3‐12에서와 같이
다양한 아이폰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드롭‐다운 목록을 보게 될 것이다. QuartzCore.framework
를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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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QuartzCore.framework를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한다.

끝?
지금까지 완벽한 게임을 위한 코딩을 모두 끝냈다. 점수와 게임에서 지는 경우,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를 처리했다. 하지만 아이폰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은 아이폰 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서 게임이 중지되거나 플레이어가 아이폰을 잠글 때 여
러분의 게임에서 해야 할 것들을 다룰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을 종료해야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다음으로 메모리 영역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몇 가지 팁과 트릭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움직이는 이미지 뷰들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이벤트
이 장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코코아 터치 애플리케이션은 몇몇 개의 객체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언급했었다. 샘플 게임을 만들 때 우리는 Xcode에서 제공하는 뷰 기반 애플리케이션(View‐based
Application) 템플릿을 기반으로 했었다. 이 템플릿은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에 코코아 터치에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이벤트

의해 자동으로 로드되고 실행되는 MainWindow.xib 파일을 가지고 있다. MainWindow.xib 파
일을 로드하고 실행하므로 코코아 터치는 메인 UIWindow 인스턴스와 IVBrickerView
Controller, 그리고 페달과 공 이미지 뷰들과 UIApplication 인스턴스, 그리고 IVBrickerApp
Delegate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뷰를 생성한다.
이들 인스턴스들이 생성되면 코코아 터치는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와 뷰 컨트롤러의 메서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시작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게임을 코딩할
때 사용하였던 코드 템플릿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의 applicationDid
FinishLaunching: 메서드를 호출하여 생명주기를 시작한다. 이 메서드에서는 IVBrickerView
Controller의 뷰를 UIWindow 인스턴스에 할당하고 윈도우가 보이도록 한다. 코코아 터치는
블록들의 그리드를 생성하고, 점수와 생명의 개수를 초기화하며, 공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타이머를 시작하는 IVBrickerViewController의 viewDidLoad 메서드에 메시
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와 뷰 컨트롤러에서 이 두 메서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말고도, 애플리
케이션의 생명주기 동안에 UIKit이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를 보내는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
으며, 이들 메시지들은 내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경고(low memory warnings), 사용자 인터럽
션 경고(user interruption warnings), 인터럽트에서 재개하기 위한 수락 메시지들, 그리고 애플
리케이션 종료 메시지들로 구분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종료
UIApplicationDelegate 클래스는 사용자들이 아이폰의 홈 버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끝내거
나,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나 운영체제로부터의 여러 종류의 알림들에 응답하려고 게임을
종료할 때 일반적으로 호출되는 applicationWillTerminate:라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다. 여
러분은 게임의 상태를 저장하거나 한참 후에 사용자가 게임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 이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applicationWillTerminate: 메서드에서 윈도우들을 닫거나, 뷰를 할당 해제하거나, 또는 메모
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폰 OS는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즉시 애플리
케이션의 뒷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열어 놓은 파일들을 닫거나 데이터베이스 핸들들을 해제하
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한다. 만일 닫는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면, SQLite 데이터베이스
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
게임 상태를 저장하는 것은 이 장의 후반부에 있는 “게임 상태를 저장하고 로드하기” 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게임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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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들은 기껏해야 2~3초 안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게임의 상태를 가능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폰 OS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을 끝내
기 전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죽일 것이며, 데이터는 깨지게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인터럽트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는 사용자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나 아이폰을 잠글 때와 같이
사용자 인터럽트 발생 시에 호출되는 applicationWillResignActive:라는 메서드도 정의한다.
applicationWillResignActive: 메시지는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 것인지 또는 문자 메시지에 답
장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동안 여러분의 게임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해 준다. 게임을 효과적으로
멈추도록 모든 타이머들을 무효화해야 하며, 또한 게임 중인 사용자의 진행 상황을 저장하기 위
해서 이 메서드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알림 메시지를 닫기로 결정
했다면, 코코아 터치는 applicationDidBecomeActive: 메서드를 호출하여 게임을 재개한다.
리스트 3‐28은 우리의 IVBricker 게임을 위한 applicationWillResignActive:와 application
DidBecomeActive: 메서드의 구현 예를 보여 준다. 이들 메서드들은 IVBrickerAppDelegate.m
파일 안에 있어야 한다.
리스트 3-28 IVBricker 게임을 위한 applicationWillResignActive:와 applicationDidBecomeActive:
메서드의 구현 예
‐ (void)applicationWillResignActive:(UIApplication *)application
{
[viewController pauseGame];
[viewController saveGameState];
}
‐ (void)applicationDidBecomeActive:(UIApplication *)application
{
[viewController loadGameState];
[viewController startPlaying];
}

리스트 3‐28에서 전화가 걸려 와 게임이 인터럽트되거나 폰이 잠겨서 applicationWillResign
Active: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이 코드는 게임을 잠시 멈추고 게임의 상태를 저장한다. 인터럽트
후 애플리케이션이 재개될 준비가 되어서 applicationDidBecomeActive: 메서드가 호출되면,
이 코드는 게임 상태를 다시 로드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이벤트

내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경고
아이폰 개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의 게임이 사용할 수 있는 RAM이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폰 OS는 40MB 정도의 RAM을 사용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게
임이 아이폰 2G나 3G에서 실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RAM이 24MB 이하라는 것이다. 아이팟
터치 모델들의 경우는 약간 더 좋다. 왜냐하면, 아이팟 터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들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RAM을 아이폰보다 조금 더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이팟 터치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에는 약 32MB 정도의 RAM을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게임이 너무 많은 RAM을 사용하면 운영체제가 여러분의
게임을 강제로 종료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운영체제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죽였다면 그
때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걱정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다. 이것은 어디선가 메모리 누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코아 터치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메모리를 풀어
주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는 application
DidReceiveMemoryWarn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케
이션 델리게이트에 담고 있을 캐시된 모든 데이터를 해제하기 위해서 applicationDidReceive
MemoryWarning: 메서드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게임이 웹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웹 서비스에서 처음에 받
은 데이터를 캐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매번 웹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는 이 데이터를
담기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며, applicationDidReceiveMemoryWarning: 메서드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 캐시를 해제한다. 만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웹 서비스 데이터를 다시 필요로
한다면, 웹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며 메모리가 또 부족해질 때까지 그 데이터를 캐
시한다.
뷰 컨트롤러들 역시 viewDidUnloa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게임에서의 각 화면에 여러 개의 뷰들을 로드할 것이다. 여러분이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때 다른 화면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RAM을 차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코코아 터치는 화면에서 뷰가 제거된 후에 viewDidUnload 메서드를 호출한다. 만일 뷰가
메모리에 다른 객체들을 할당했다면, viewDidUnload 메서드에서 그것들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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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태의 저장과 로드
리스트 3‐28에서 아이폰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나 아이폰을 잠글 때 게임을 잠시 멈추기 위
한 코드와 다시 재개하는 코드를 보았다. 이 코드는 또한 뷰 컨트롤러의 saveGameState와
loadGameState 메서드들을 호출했었다. 이번 절은 이들 메서드를 점검하고 코코아 터치 프레
임워크들로 게임 상태를 저장하고 로드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을 설명할 것이다.
코코아 터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하는 NSUserDefaults 클래스를
제공한다. NSUserDefaults 클래스의 standardUserDefaults 메서드로 디폴트 데이터를 저장
할 인스턴스를 얻은 다음, 키와 값을 저장할 각 데이터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의 메서드
들인 setObject:forKey:, setInteger:forKey:, 그리고 setDouble:forKey: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디폴트 데이터를 저장한 인스턴스의 objectForKey:, stringForKey:, integerForKey:
또는 doubleForKey: 같은 메서드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키를 사용한다. 리스트
3‐29는 NSUserDefaults를 이용한 saveGameState와 loadGameState 메서드들의 구현 코드
를 보여 준다(옮긴이_이 코드를 IVBrickerViewController.m 파일에 구현하고, IVBrickerViewController.h
파일에는 이들 메서드에 대한 선언을 하자).
리스트 3-29 NSUserDefaults를 이용한 saveGameState와 loadGameState 메서드들의 구현 코드
NSString *kLivesKey = @"IVBrickerLives";
NSString *kScoreKey = @"IVBrickerScore";
‐ (void)saveGameState {
[[NSUserDefaults standardUserDefaults] setInteger:lives forKey:kLivesKey];
[[NSUserDefaults standardUserDefaults] setInteger:score forKey:kScoreKey];
}
‐ (void)loadGameState {
lives = [[NSUserDefaults standardUserDefaults] integerForKey:kLivesKey];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score = [[NSUserDefaults standardUserDefaults] integerForKey:kScoreKey];
score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score];
}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의 비활성화 알림과 재활성화 알림 메서드들에서 saveGameState와
loadGameState를 사용하는 것 외에, 사용자가 게임에서 지거나 이겼을 때에도 게임 상태를 저
장해야 한다. gameLogic 메서드에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 해당하는 코드 부분에 saveGame
State를 호출하는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3‐30에 굵게 표시된 코드이다.

게임 상태의 저장과 로드

리스트 3-30 게임 로직 코드 수정하기
if (!there_are_solid_bricks) {
[self pauseGame];
isPlaying = NO;
lives = 0;
[self saveGameState];
messageLabel.text = @"You Win!";
messageLabel.hidden = NO;
}
if (ball.center.x > 310 || ball.center.x < 16)
ballMovement.x = ‐ballMovement.x;
if (ball.center.y < 32)
ballMovement.y = ‐ballMovement.y;
if (ball.center.y > 444) {
[self pauseGame];
isPlaying = NO;
lives‐‐;
livesLabel.text = [NSString stringWithFormat:@"%d", lives];
if (!lives) {
[self saveGameState];
messageLabel.text = @"Game Over";
} else {
messageLabel.text = @"Ball Out of Bounds";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게임 상태를 로드하기 위하여 viewDidLoad 메서드 또한 수정되어야 한
다. 리스트 3‐31은 viewDidLoad 메서드를 수정한 것이다.
리스트 3-31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게임 상태를 로드하기 위해 viewDidLoad 메서드 수정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self loadGameState];
[self initializeBricks];
[self startPlaying];
}

83

84

CHAPTER 3 작은 화면에서의 이미지 이동 - UIKit 컨트롤

리스트 3‐31의 코드를 추가하므로 게임 상태는 이전에 실행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로드한다.
사용자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어떤 종류의 상태를 게임이 저장해야 하는 것인지는 게임을 설계
할 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장의 간단한 게임 예제에서 우리는 하나의 예로 점수와 생명의 개수
를 저장했다. 또한 공의 위치와 현재 블록들의 알파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다.
여러 단계를 갖는 더 복잡한 아케이드 게임은 현재 게임 단계도 저장할 것이다. 실시간 전략 게
임에서는 현재 미션의 여러 체크포인트에서 각 게임 유닛의 상태를 저장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
다. 요점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맨 처음이나 현재 단계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게임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정의 이미지 로더로 메모리 관리하기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나 다른 자원들을 로드하는 것이 메모리 문제를 발
생하곤 한다. 이미지 로딩에 대해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이미지들에 의해 점유된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리스트 3‐32와 3‐33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
한 이미지 로더의 간단한 구현을 보여 준다.
리스트 3-32 ImageCache.h라는 사용자 정의 이미지 로더의 인터페이스
#import <Foundation/Foundation.h>
@interface ImageCache : NSObject {
}
+ (UIImage*)loadImage:(NSString*)imageName;
+ (void)releaseCache;
@end

리스트 3-33 ImageCache.m이라는 사용자 정의 이미지 로더의 구현 파일
#import "ImageCache.h"
@implementation ImageCache
static NSMutableDictionary *dict;
+ (UIImage*)loadImage:(NSString*)imageName
{
if (!dict) dict = [[NSMutableDictionary dictionary] retain];

움직이는 이미지

UIImage* image = [dict objectForKey:imageName];
if (!image)
{
NSString* imagePath = [[NSBundle mainBundle]
pathForResource:imageName
ofType:nil];
image = [UIImage imageWithContentsOfFile:imagePath];
if (image)
{
[dict setObject:image forKey:imageName];
}
}
return image;
}
+ (void)releaseCache {
if (dict) {
[dict removeAllObjects];
}
}
@end

캐시한 이미지 로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ImageCache 클래스의 클래스 메서드인 loadImage:에
매개변수로 이미지 파일 명을 전달하면서 호출하자. 캐시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해제하기 위해
서는 클래스 메서드인 releaseCache를 호출한다.
이 기본 코드는 잘 동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all‐or‐nothing 접근 방식이다. 모든 이미지를 캐시
하고, 운영체제가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캐시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해제하고 있다. 하나
의 전체 캐시가 아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캐시들을 유지하도록 이 코드를 쉽게 수정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각 뷰에 서로 다른 캐시를 사용하고, 화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뷰들의 이미지들만 해제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이미지
이번 장의 이전 절들에서 여러분은 UIView, UIImage, UIImageView, 그리고 NSTimer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이전 절들에서 사용된 이미지 뷰들은 정적이었
다. 그 뷰들은 게임 로직에 의해 처리된 이벤트들에 따라 위치와 투명도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어떤 특정 UIImageView에 의해 보여지는 UIImage 인스턴스는 게임을 하는 동안 언제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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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하지만 초당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야 하는 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 화면 주위를 걸어 다니며 움직이는 로봇을 가져야 한다면, 그 게임은 로봇이 점프하
거나 한 걸음씩 움직일 때 다양한 로봇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번 절에서는 UIImageView를 이용하여 순차적인 이미지들을 초당 여러 번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할 것이다.

UIImageView의 애니메이션 속성 이용하기
아미지 뷰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은 사실 UIImageView 클래스에 내장되어
있다. 이미지 뷰들은 animationImages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은 UIImage 인스턴
스의 NSArray이다.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의 서로 다른 프레임마다 각각의 이미지가 있는 이미
지들의 배열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배열을 이 속성에 할당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얼마나 오랫동
안 애니메이션을 지속할 것인지를 설정하기 위해 이미지 뷰의 animationDuration 속성을 이용
하며, animationDuration 속성은 몇 분의 1초(옮긴이_소수점을 갖는 숫자들. 예를 들면 1.5 또는
2.0)를 허용한다.
애니메이션을 한 번 실행하고 화면에 보이는 마지막 프레임 직후에 멈추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
속성인 animationRepeatCount를 1로 설정한다. 이 속성의 디폴트 값은 0이며, 애니메이션을
무한 반복하게 한다. 또한 animationRepeatCount나 animationDuration과 관계없이 언제든
지 애니메이션을 멈추게 하는 stopAnimating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애니메이션은 animationImages 속성이 설정되는 즉시 시작
되는 게 아니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 메서드인 startAnimating을 호출
해야 한다는 것이다. startAnimating 메서드가 한 번 호출되면, 코코아 터치는 animation
Duration 속성에 시간 간격이 설정되거나 stopAnimating 메서드를 호출할 때까지(어떤 것이
든 먼저 일어날 때까지) 자동으로 1/30초마다 animationImages 배열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를
표시할 것이다.
리스트 3‐34는 UIImageView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리스트 3-34 이미지 뷰 애니메이션 이용하기
NSMutableArray *images = [NSMutableArray alloc] initWithCapacity: 30];
// 이미지들을 배열에 넣기

움직이는 이미지

for (int i = 1; i <= 30; i++) {
NSString *imageName = [NSString stringWithFormat: @”animation1_f%0d.png”, i ];
UIImage *image = [ImageCache loadImage: imageName ];
[images addObject: image];
}
// 이미지 뷰의 애니메이션 속성 설정하기
imageView.animationImages = images;
[images release];
imageView.animationDuration = 1;
imageView.animationRepeatCount = 1;
[imageView startAnimating];

리스트 3‐34의 코드는 imageView라는 변수가 UIImageView 인스턴스를 담고 있으며, 화면
어딘가에 표시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이 코드는 animation1_f01.png부터 animation1
_f30.png까지의 이름으로, 30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로딩하여 UIImage 인스턴스들의 배열을 만
들었다.
이 코드는 이미지 뷰의 animationImages 속성을 설정하기 시작한다. animationImages 속성
은 배열의 복사본을 담으며, 이 뜻은 더 이상 배열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이 배열을
즉시 해제한다. 이 코드는 animationDuration과 animationRepeatCount 속성을 설정하며,
startAnimating 메서드를 호출하여 애니메이션을 시작한다.
UIImageView에 내장된 이 애니메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 하나는 코코아 터치가 오직
1/30초마다 표시된 이미지를 변경하며, 이 속도를 여러분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여러
분의 애니메이션을 초당 30프레임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게 동작하고 싶다면, 또 다른 기술을 사
용해야 한다. 또 다른 한계는 이것이 매우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코아 터치는
애니메이션이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과 각 이미지들이 정확하게 1/30초 간격으로 변경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코코아 터치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몇 분의 1초 정도 지연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NSTimer 사용
UIKit으로 가능한 또 다른 애니메이션 기술은 이미지 속성을 초당 여러 차례 변경하기 위해
NSTimer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하나는 더 정확하게 실행한다
는 것이며, 애니메니션 간격을 1/30초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스트 3‐35와 3‐36은
UIImageView 클래스를 상속받으며, NSTimer를 사용하기 위한 startAnimation과 stop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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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보여 준다.
리스트 3-35 애니메이션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NSTimer를 사용하는 UIImageView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import <UIKit/UIKit.h>
@interface BetterAnimations : UIImageView {
int _frameCounter;
int _repeatCounter;
NSTimeInterval _animationInterval;
NSTimeInterval _timeElapsed;
NSTimer *_theTimer;
}
@property (nonatomic, readwrite) NSTimeInterval animationInterval;
@end

리스트 3-36 애니메이션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NSTimer를 사용하는 UIImageView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구현체
#import "BetterAnimations.h"
@implementation BetterAnimations
@synthesize animationInterval = _animationInterval;
‐ (BetterAnimations*)init {
if (self = [super init]) {
_animationInterval = 1.0 / 30.0;
_frameCounter = 0;
_repeatCounter = 0;
_timeElapsed = 0;
_theTimer = nil;
}
return self;
}
‐ (void)setAnimationInterval:(NSTimeInterval)newValue {
if ( (1.0 / 15.0) < newValue) {
_animationInterval = 1.0 / 15.0;
} else if ( (1.0 / 60.0) > newValue) {
_animationInterval = 1.0 / 60.0;
} else {

움직이는 이미지

_animationInterval = newValue;
}
}
‐ (void)stopAnimating {
if (_theTimer) {
[_theTimer invalidate];
_theTimer = nil;
}
}
‐ (void)startAnimating {
if (self.animationDuration > 0 && self.animationImages &&
[self.animationImages count] > 0) {
_frameCounter = 0;
_repeatCounter = 0;
_timeElapsed = 0;
_theTimer = [NSTimer timerWithTimeInterval:_animationInterval
target:self
selector:@selector(changeAnimationImage)
userInfo:nil
repeats:(self.animationRepeatCount > 0)];
}
}
‐ (void)changeAnimationImage {
self.image = [self.animationImages objectAtIndex:frameCounter++];
_timeElapsed += _animationInterval;
if ( (_timeElapsed >= self.animationDuration ||
_frameCounter >= self.animationImages.length) &&
(0 < self.animationRepeatCount &&
_repeatCounter <= self.animationRepeatCount) ) {
_repeatCounter++;
_frameCounter = 0;
}
if (_repeatCounter >= self.animationRepeatCount) {
[self stopAnimating];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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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3‐36에서의 클래스는 UIImageView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NSTim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더욱 정확하게 실행된다. 또한 이미지를 변경하는 사이의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animationInterval이라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했다. 1/30초가 디폴트이지만, 1/60초
에서 1/15초 사이로 변경할 수 있다. 즉, 값의 범위는 1/60보다 적으면서 1/15보다 큰 값이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CADisplayLink 사용
세 번째 애니메이션 기술은 CADisplayLink이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아이폰의 디
스플레이 회로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CADisplayLink는 초당 60회로 아주 정확하게 실행한
다. 이 해결책 또한 UIImageView를 상속받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UIImageView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UIImageView는 초당 30프
레임으로 실행되지만, 이 방법은 디폴트로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된다. 리스트 3‐37과 3‐38은
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보여 준다.
리스트 3-37 애니메이션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CADisplayLink를 사용하는 UIImageView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import <UIKit/UIKit.h>
#import <QuartzCore/CADisplayLink.h>
@interface MoreBetterAnimations : UIImageView {
int _frameCounter;
int _repeatCounter;
NSTimeInterval _timeElapsed;
CADisplayLink *_displayLink;
}
@property (nonatomic, readwrite) NSInteger frameInterval;
@end

리스트 3-38 애니메이션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CADisplayLink를 사용하는 UIImageView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구현체
#import "MoreBetterAnimations.h"
@implementation MoreBetterAnimations
@synthesize frameInterval;

움직이는 이미지

‐ (MoreBetterAnimations *)init {
if (self = [super init]) {
_frameCounter = 0;
_repeatCounter = 0;
_timeElapsed = 0;
_displayLink= [CADisplayLink displayLinkWithTarget:self
selector:@selector(changeAnimationImage) ];
}
return self;
}
‐ (NSInteger)frameInterval {
if (!_displayLink) {
_displayLink= [CADisplayLink displayLinkWithTarget:self
selector:@selector(changeAnimationImage) ];
}
return _displayLink.frameInterval;
}
‐ (void)setFrameInterval:(NSInteger)newValue {
if (!_displayLink) {
_displayLink= [CADisplayLink displayLinkWithTarget:self
selector:@selector(changeAnimationImage) ];
}
if (1 > newValue) {
_displayLink.frameInterval = 1;
} else if (4 < newValue) {
_displayLink.frameInterval = 4;
} else {
_displayLink.frameInterval= newValue;
}
}
‐ (void)stopAnimating
if (_displayLink)
[_displayLink
_displayLink=
}
}

{
{
invalidate];
nil;

‐ (void)startAnimating {
if (self.animationDuration > 0 && self.animationImages &&
[self.animationImages count] > 0) {
_frameCounter = 0;
_repeatCounte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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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timeElapsed = 0;
if (!_displayLink) {
_displayLink= [CADisplayLink displayLinkWithTarget:self
selector:@selector(changeAnimationImage) ];
}
[_displayLink addToRunLoop: [NSRunLoop currentRunLoop]
forMode: NSDefaultRunLoopMode];
}
}
‐ (void)changeAnimationImage {
self.image = [self.animationImages objectAtIndex:frameCounter++];
_timeElapsed += _displayLink.duration;
if ( (_timeElapsed >= self.animationDuration ||
_frameCounter >= self.animationImages.length) &&
(0 < self.animationRepeatCount &&
_repeatCounter <= self.animationRepeatCount) ) {
_repeatCounter++;
_frameCounter = 0;
}
if (_repeatCounter >= self.animationRepeatCount) {
[self stopAnimating];
}
}
@end

이전 절에서 보여 준 BetterAnimations 클래스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프레임 간의 간격을 갖는 animationInterval 속성을 설정하는 대신에 1과 4 사이의 정수를 갖
는 frameInterval이라는 속성을 사용한다. 이 속성은 CADisplayLink에게 초당 60프레임 대
애니메이션 표시 비율을 말해 준다. frameInterval 속성은 디폴트가 1이며, 이 의미는 초당 60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frameInterval이 2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이 60/2로, 즉 초당 30 프레임으
로 표시될 것이며, 나머지 값들도 이런 식이다.
이 MoreBetterAnimations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VBricker 프로젝트에서 NSTimer
를 CADisplayLink로 바꿨을 때 했던 것처럼 쿼츠 코어(Quartz Core) 프레임워크를 프로젝트
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그림 3‐12 참조).

요약

요약
이번 장은 이 책에서 계속 진행될 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은 오브젝티
브‐C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웠고, 레이블들과 UI 컴포넌트들로 아이폰 뷰를 만들기 위해
Xcode 사용법을 조금 배웠다. 그리고 UIKit과 NSTimer 같은 코코아 터치 기술들을 이용한
기본적인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다.
또한 이번 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거나, 뷰를 로드하거나, 뷰를 언로드(unload)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거나, 기기의 다른 기능들에 의해 인터럽트될 때 코코아 터치가 애플리케
이션들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의 알림(notification)들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했다. 여러분은 플레이어가 여러분의 게임을 종료하고 나중에 다시 게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게임 상태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배웠으며, 이미지 캐싱과 애니메이션 기술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 지었다.
IVBricker final version이라는 샘플 프로젝트는 이번 장에서 게임 상태를 저장하며, 이미지
캐시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모든 방법들의 게임 코드 전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쳤는지 그 프로젝트를 한 번 살펴보자.
이번 장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폰 게임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기술들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인, 조금 더 고급 게임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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