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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매번 번역서를 낼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제가 저술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 내용 모두에 걸쳐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 검토 끝에 완성된 이
책을 보면서 이제야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좋은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애플에서는 iOS와 OS X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Swift
를 발표하고 핵심 언어로 사용할 뜻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Swift는 기존의 오브젝티
브-C(Objective-C)는 물론 자바나 C++ 등이 가진 장점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강력한 기능
을 지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따라서 Swift를 사용하면 어떤 형태의 iOS와 OS X 애플리케
이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드 예를 통해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입문하는 초보자에게 적합한 책입니다. Swift로 iOS와 OS X 애플리
케이션의 개발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용어 선정에 유의하였습니다. 때로는 용어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기도 했지요. 제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
로 가장 적합한 번역 용어 선정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보충 설명을 많이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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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나 소스 코드에서 결함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수정하였습니다(원서
의 개정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
념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아낌없는 배려와
수고를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사장님과 실무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이주
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역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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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라소프_ Mark Lassoff
부모님은 내가 프로그래머의 삶을 타고났다고 말씀하셨다. 1980년대 중반에 이웃집 아이들
이 밖에서 발야구를 하거나 눈싸움을 하며 놀 때, 나는 BASIC 프로그래밍 언어로 게임을 작
성하느라 내 코모도르 64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때도 여
전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최대 관심사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여러 대기업의 소프트웨
어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래들이 닷컴 세계에 빠져 있던 2001년에는 잠시 텍사스 오스틴의 기술 교육 센터에서 프로
그래머 교육을 담당하는 직위를 맡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일에 매
료되었다.
지난 10년간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였고, 오늘날에는 최고의 기술 트레이너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소프트웨어와 웹 개발자 교육 과정을 맡고 있다. 담당했던 교육 훈련 고객
중에는 미 국방성, 록히드 마틴, DCS(Discover Card Services),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소 등이 포
함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강의실 교육과 더불어 교육 과정을 웹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네티컷 주 하트퍼드 인근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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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저자
토마스 스타초위츠_Tomas Stachowitz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북서부 코네티컷 주에서 보냈다. 항상 기술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인디
애나폴리스 대학의 해외 캠퍼스에서 언론학을 공부하였고, 그 후에는 영국, 그리스, 뉴욕, 애
리조나, 콜로라도,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지금은 코네티
컷 주에 돌아와서 기술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여유가 있을 때면 하이킹과 게임을 즐기며, 예쁜 아내인 크리스타 그리고 두 고양이와 함께 시
간을 보낸다.

xii

저자 소개

베타리더
후기
백경윤(다음카카오)
iOS 개발을 시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오브젝티브-C였던 것 같습니다. Swift
는 이러한 오브젝티브-C의 벽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책은 그런 Swift를 가벼운 마음으
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입니다.
송종근(위시컴퍼니)
최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Swift를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친절한 참
고서입니다. 새로 나온 기술이나 언어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배우고 활용하기가 항상 어렵
습니다. 하지만 이제 Swift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SI 개발자)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이 Swift를 즐길 거라 생각될 정도로 정말 쉽습
니다. 내용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주저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새 Xcode의
Playground에서 Swift로 코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정원재(예티소프트)
최근 새로운 Mac OS, iOS 개발 언어로 관심을 받고 있는 Swift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Xcode에 대한 설명도 함께 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개발자가 처음 Swift를 접할 때도 훌륭한 참고 교
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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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진(티켓몬스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
Swift를 처음으로 접해 보았는데, 최신 언어답게 군더더기 없이 시원한 느낌의 동적 타입 스크
립트 언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Swift를 다루지만 기본 개념도 놓치지 않고 차
근히 설명해줍니다. 챕터마다 핵심적인 키워드와 용어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주므로 프로그
래밍에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최해성(티켓몬스터)
더 쉽게, 더 깊게 시리즈는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내용을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입
니다. 이 책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Swift를 처음 배우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문서인 만큼 본격적인 Swift를 배우기 전에 몸풀기(?)용 서적으로 생각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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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장에서 배울 내용
• Xcode와 Swift를 설치하고 준비한다.
• Xcode playground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본다.
• 간단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 Xcode를 앱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간단한 아이폰(iPhone) 앱을 생성하고 실행한다.

1.1 Swift 개요
Swift(스위프트)의 세계에 온 여러분을 환영한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애플 iOS 플랫폼 애플리
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Swift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울 것이다. 이 책은 초보자
를 위한 것이므로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선 앱 개발을 시
작하는 데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한 다음, Xcode와 Swift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생성 방법을 찬
찬히 알려줄 것이다.
Swift는 애플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스크립트 언어처럼 쉽고 빠르게 사용하도록 설
계되었다. 또한, 컴파일 언어처럼 성능이 뛰어나다.
Swift를 배우고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우리의 컴퓨터에 개발 소프트웨어인 Xcode(6.0 버전 이
상)가 준비되어야 한다. Xcode는 OS X와 iOS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애플에서

제공하는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다.

IDE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여러 도구를 묶어서 제공하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IDE다.

1.1 Swif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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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과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Swift를 배우는 동안에 Xcode IDE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Swift는 2014년에 소개된 애플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Xcode IDE에 통합되어 있으며,
iOS와 OS X 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Swift를 실행하려면 최소한 OS X 10.9.4
Mavericks(매버릭스)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신 버전의 Xcode를 사용할 때는 OS X
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Xcode 6.4의 경우는 10.10 Yosemite(요세미티)).
최신 버전의 OS X 업그레이드는 앱 스토어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OS X 업그레
이드가 설치되면 Xcode를 설치할 준비가 된 것이다. 맥
컴퓨터에 Xcode를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다.

(만일 맥(Mac)이 아닌 PC를 사용 중이라
면, 맥 가상 머신(Mac Virtual Machine)
을 사용하거나 또는 macincloud.com에
서 시간당 1달러에 가상 맥 서버를 임대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신 버전의 개발 도구와 SDK 다운로드

그림 1-1 Xcode는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최신 버전의 Xcode는 https://developer.appl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여기에 접속하
면 웹 페이지의 중간쯤에 “Download the latest development tools and SDKs”가 있다. 이곳의
“Xcode” 아이콘을 클릭하면 “Xcode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공개된 최신 버전의 “View in the Mac App Store” 링크를 클릭하여 맥 앱 스토어의 Xcode 화
면으로 이동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최신 버전의 OS X 애플리케이
션 개발용 SDK와 iOS 앱 개발용 SDK가 함께 다운로드 및 설치된다.
Xcode를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웰컴 스크린이 나타나며, “Get started with a playground”, “Create
a new Xcode project”, “Check out an existing project”와 같은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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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우리는 Xcode playground(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자.
Xcode playground는 Xcode(버전 6)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Swift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지 않고 작성하면서 곧바로 테스트할 수 있다. Playground는 운동장이나 놀
이터를 말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Swift 코드를 작성하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이런 명칭을 붙
인 것이라 여겨진다. “Get started with a playground”를 선택하면 곧바로 Xcode playground 프
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Name”과 “Platform” 필드가 나타난다. “Name”은 새로
운 프로젝트 파일명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는 “helloWorld”를 사용할
것이다. “Platform”은 개발할 프로그램의 플랫폼이며, iOS나 OS X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금
은 Swift와 Xcode가 제대로 설치되어 잘 동작하는지만 테스트할 것이므로 어떤 것을 선택해
도 관계는 없으나, 여기서는 OS X을 선택할 것이다.

그림 1-2 새로운 Xcode playground를 생성하는 옵션들

파일명 입력과 플랫폼 선택이 끝난 후에는 생성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다. 모든 지정
이 끝난 후 Create 버튼을 누르면 자동 생성된 코드들을 갖는 템플릿 코드가 화면에 나타난
다. 여기서는 일단 그 코드들을 삭제하자. 단, “import Cocoa” 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화면을 보면 대부분의 영역을 텍스트 편집기가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대
부분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텍스트 편집기의 오른쪽 패널에는 사이드바(sidebar)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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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우리가 소스 코드 문장을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그 코드의 변수가 갖는 현재 값을 곧바
로 사이드바에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Xcode playground의 편리한 기능이다. 예를 들어, 자동
생성된 템플릿 코드에는 “Hello, playground”를 값으로 갖는 “str”이라는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이 경우 해당 값이 사이드바에 즉시 나타난다.

var str = "Hello, playground"

현재 나타난 코드에 이어서 다음 코드를 텍스트 편집기에 입력해보자.

var sum = 5 + 7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인 “12”가 사이드바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의 변수 값
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코드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3 Xcode의 사이드바에서는 개발 중인 코드의 변수 값을 알려준다.

이쯤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개념인 변수(variable)에 대해 알아보자. 변
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변수

조금 전에 “str”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값으로 “Hello, playground”를 지정했었다.
기본적으로 “str”은 값으로, “Hello, playground”가 저장된 스토리지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경될 수 있다.
Swift에서는 변수를 생성할 때 특별한 키워드인 “var”을 사용하며, 변수명 앞에 넣어서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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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생성하도록 지시한다. 여기서는 변수명을 “str”로 주었으며, 대입
연산자(assignment operator)를 사용해서 값을 지정하였다.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는 등호(=)를 사용하며, 연산자 오른쪽의 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지정)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여기서는 “Hello, playground” 값을 “str”에 지정하였다.
Swift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변수에는 여러 타입이 있다. 그중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Int, Float, Double, Character, String, Boolean이 있다.
Int 또는 Integer는 소수부가 없는 정수의 변수 타입이다. 예를 들면, 12, 58,

Integer

-522 등이다.
Float와 Double은 소수부를 갖는 숫자들로, 3.14159...의 값을 갖는 파이(Pi, 원주
율)가 가장 좋은 예다. Float와 Double은 크기와 정밀도에서 차이가 있다. Float는

32비트 크기인 반면에 Double은 64비트이므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더 많아
서 정밀도가 높아진다.

Float
Double

Boolean 변수는 True 또는 False 값만을 갖는 변수 타입이다(키워드는 Bool).

Boolean

Character 변수는 문자, 숫자, 구두점과 같은 하나의 유니코드 문자를 나

Character

타낸다.
끝으로 String은 앞에 나왔던 “Hello, playground”와 같은 문자열이다.

String

Swift에서는 생성될 변수 값을 검사하여 변수의 타입을 동적으로 결정해준다. “Hello,
playground” 값은 String이므로 그 값을 갖는 “str” 변수를 지정하면 그 변수의 타입을 Swift가
String으로 선언해준다. 이와는 달리 변수의 타입을 우리가 선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2”
를 Int 타입으로 선언하거나 “42.0”을 Float나 Double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다.
앞에서 생성했던 “sum” 변수에는 “5 + 7”을 값으로 지정하였다. 이때는 산술 연산 결과가 변
수의 값이 되고 타입을 결정한다. 대입 연산자의 경우는 연산자 오른쪽이 먼저 처리된 후, 그
결과가 왼쪽의 변수에 지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산술 연산자(arithmetic operator)는 수식을 계산하게 해주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다.

1.1 Swif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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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자. “import Cocoa” 라인만 남겨두고 텍스트
편집기의 모든 코드를 지웠는지 확인한다. “Cocoa”가 Swift 코드를 OS X에 연결하여 실행되도
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import Cocoa”는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Hello World”
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우선 “println()”을 입력한다. 이때, 우리가 입력하는 단
어와 연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드를 Xcode가 보여줄 것이다.

println( )

그림 1-4 Xcode는 유용한 코드와 그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printl”을 입력할 때 Xcode에서 “println()” 함수의 정보를 제공한다. 맨 앞의
소문자 “f”는 println()이 함수임을 알려주며, 그 다음의 “Void”는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enter” 키를 누르면 Xcode가 자동으로 “println()”을 완성해준다.
함수(function)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
하는 독립된 코드 모음이다. println() 함수의 경우는 void를 반환하는데, 이것

함수

은 함수의 실행이 끝난 후 어떤 결과도 반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숫자를 더하는
“addNumbers()”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한 후, 콘솔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println() 함수와
비교해보자. println() 함수는 한 라인의 텍스트를 출력하고 실행이 끝나지만, addNumbers()
함수는 더해진 숫자를 결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void 대신 반환하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출력할 “Hello World”를 println()의 괄호 안에 입력하면 코드 작성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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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ln("Hello World")

여기서는 println() 함수에 “Hello World”를 전달하여 출력하게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addNumbers() 함수의 경우는 다

다른 언어와 달리 Swift에
서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
는 세미콜론(;)이 필요 없다.

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addNumbers(1,2)

이 경우는 덧셈할 값들을 함수에 전달한다. 두 함수 모두 개념은 동일하
다. 즉, 함수에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것이다. 매개변수(parameter)는 함수

매개변수

가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값이다. 만일 “Hello World”를 println() 함수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println()에서 아무것도 출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2”를 addNumbers() 함수에 전
달하지 않았다면 addNumbers()에서는 무엇을 더할지 몰랐을 것이다.
Xcode 6.2 버전부터는 println("Hello World")과 같은 함수의 실행 결과가 오른쪽의 사이드바에
나타난다. 그러나 루프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코드 실행 결과를 제대로 보려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한다.
Xcode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메뉴의 “View”  “Assistant Editor”  “Show Assistant
Editor”를 선택한다. 그러면 “Console Output” 창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함수의
출력 결과인 “Hello World”를 볼 수 있다. “Console Output” 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를 보여준다.
현재의 코드 밑에 “Welcome to Swift”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해보자. 코드를 추가하는 즉시
“Console Output” 창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2 + 7”과 같은 산술식을 println() 함
수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는 연산된 결과가 “Console Output” 창에 곧바로 나타난다.

println("Hello World")
println("Welcome to Swift")
println(2 + 7)

1.1 Swif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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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nsole Output 창에서는 우리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

Xcode에서 첫 번째 Swift 프로그램을 작성해낸 것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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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문제
1. IDE의 의미는?
a. Interactive Design Edition
b.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c. Ironically Detached Existentialist
e. Internet Development Engineering

2. 사이드바에서 해주는 일은?
a. 프로그램의 출력을 보여준다.
b. 변수의 값을 보여준다.
c. 삭제했던 코드를 보여준다.
d. 잘못된 코드를 제거한다.

3. Swift로 Int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a. 타입을 선언하고 값을 지정한다:
int a = 5
b. 변수와 타입을 선언한다:
var int a;
c.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지정한다:
var a = 5
d. 변수와 타입을 선언하면서 값을 지정한다:
var int a = 5

4. 다음 중에서 Swift 변수 타입이 아닌 것은?
a. Int
b. Bool
c. Long
d. Double

1.1 Swif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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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code IDE 사용하기
Xcode IDE는 앞에서 사용했던 playground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
가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OS X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개발 환경
을 제공한다.
앞에서 보았던 Xcode 웰컴 스크린의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이번에는 “Create a new Xcode
Project”를 선택하자. Playground에서는 프로젝트 이름과 플랫폼 옵션만 있었으나, 여기서는
Xcode의 다양한 기능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화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사용할 템플릿(template)을 선택한다(그림 1-6). 템플릿은
우리 앱의 시작점을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템플
릿은 크게 iOS와 OS X의 두 가지 용도로 분류되며, 여러 유형의 앱이나 코드를 작성할 수 있
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된다.

그림 1-6 Xcode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작업할 수 있다.

지금은 iOS Application 탭을 선택하고 “Single View Application”을 클릭하자. 이것은 가장 간
단한 애플리케이션 타입이며, Xcode의 진보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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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작업할 템플릿을 선택하면 그림 1-7과 같이 여러 개의 입력 필드가 있는 또 다른 화면
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1-7 Xcode에서 우리의 첫 번째 아이폰 앱 설정하기

“Product Name”에는 앱의 이름을 입력하고, “Organization Name”에는 회사(조직) 이름을
입력하면 되므로 무척 간단하다. 그러나 “Organization Identifier”는 뭘까? 이것은 우리 앱
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URL을 거꾸로 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URL이
LearnToProgram.tv라면 거꾸로 된 URL은 tv.learnToProgram이 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제
일 끝에 또 다른 식별자를 추가하면 된다. 여기서는 그냥 “sample”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Organization Identifier는 “tv.learnToProgram.sample”이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Bundle
Identifier”는 우리가 입력한 Organization Identifier에 Product Name이 추가되어 자동으로 생
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Organization Identifier에 여러 개의 product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Swift를 선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앱
이 실행될 장치를 선택한다. 앞의 템플릿 선택 시에 이미 iOS를 선택했으므로 iPhone(아이폰),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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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아이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iPhone(아이폰)만 선택할 것이다. 그리
고 Next 버튼을 누른 후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다. 각자 편한 곳을 지정하면 된다.

그림 1-8 Xcode 메인 화면. 왼쪽에서는 우리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볼 수 있고, 중앙에는 메인 창(작업 영역)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속성과 도구상자가 있다.

모든 지정이 끝나면 프로젝트가 로드되고 Xcode IDE의 메인 화면이 나타난다(그림 1-8). 중앙
의 메인 창 위쪽을 보면 여러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한다(그림
1-9).

그림 1-9 Xcode는 프로젝트 옵션들의 빠른 액세스를 제공한다.

“General” 옵션에서는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며, 앱이 실행될 장치와 론칭 아이콘/이
미지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있는 “Capabilities” 옵션에서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
해 설정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모듈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게임 센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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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In-App) 구입 등이다. “Info” 옵션에서는 키/값의 형태로 프로젝트의 일반 정보를 제공한
다. “Build Settings”, “Build Phases”, “Build Rules” 옵션들은 프로젝트를 컴파일하는 데 영향
을 주는 내용들이며,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옵션들은 앱을 개발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앱의 화면 레이
아웃에 맞춰 “General” 옵션의 장치 방향(가로 또는 세로)을 선택할 수 있다.
메인 창의 왼쪽에 있는 디렉터리 트리에서는 앱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보여준다. 이 파일들
은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을 기준으로 생성된 것이며, 앱을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그림 1-10과 같다.

그림 1-10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는 .swift 확장자를 갖는 “AppDelegate.swift”와 “ViewController.swift”라는 두 개의 파
일이 있다. 첫 번째 파일인 “AppDelegate.swift”는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애플
리케이션 델리게이트(Application Delegate)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Hello
World” 보다 조금 더 복잡한 Swift 코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드에 신경
쓰지 말자. 우리의 앱이 실행되면서 다양한 상태를 거치는 동안에 반응할 일을 하는 코드들
이다. 그중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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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 applicationDidEnterBackground (...)

이 함수 코드에서는 사용자가 우리의 앱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할 일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우리 앱을 사용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 앱의 화면을 보게 되고, 이때
우리의 앱은 백그라운드(background) 상태가 된다. 바로 이때, 이 함수에 작성한 코드가 실행
된다.
다른 파일인 “ViewController.swift”는 뷰 컨트롤러(View Controlle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
용자가 보는 특정 화면이나 뷰를 제어한다. 지금은 거기에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며, 둘 다 맨
앞에 “override”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것 역시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이 함수들은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될 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만은 알아두자. 이 함수들의 코드에 있는 주석을 보면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주석(comment)을 잘 넣는 것이 중요하다. 주석은 코드에

주석

텍스트 형태로 추가되며, 컴파일러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 주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한다. 따라서 주석을 잘 활용하면 특정 코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 부분의
코드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지면 특정 코드를 왜 작성했었는지 모르게 될 경우가 있다. 또한, 내
가 작성한 코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작업할 때(또는 도움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
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이 잘 작성된 코드는 굉장히 유용하다. Swift에서는 한 라
인의 주석을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역 슬래시를 사용한다.

// 이것은 주석이다!
println("This is code!")

또는 “/*”와 “*/” 사이에 여러 라인에 걸치는 주석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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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ln("This is code!")
/* 이것은
여러 라인에 걸치는
주석이다! */

그림 1-11 주석은 코드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함수에서 할 일을 설
명한다.

그림 1-11의 뷰 컨트롤러 코드에 있는 주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코드 작성 시에 주석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알아둘 파일은 “Main.storyboard”다. 이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스토리보드(main storyboard)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앱의 시각적인 요소
인 뷰들의 레이아웃을 정의할 수 있다.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서 코드로 할 수도 있지만,
Xcode에서는 레이아웃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별도로 제공한다. 이것을 어떻
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또 다른 “Hello World” 앱을 만들 것이다.
오른쪽 패널 밑에는 아이콘과 설명이 적힌 버튼이 있다. 이것이 바로 도구상자(toolbox)로, 제
일 위에 일렬로 된 아이콘들이 있다(그림 1-12의 화살표 참조). 왼쪽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선
택한 후 그 밑에 “Label”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내려가보자(그림 1-13). 그 다음에 라벨(Label)
을 마우스로 끌어서 왼쪽의 메인 스토리보드 화면 영역에 놓으면 된다. 이때 나타나는 메시지
를 참조하여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시키자. 다 되었으면 해당 라벨을 더블클릭하여 텍스트를
“Hello World”로 변경하면 모두 완료된 것이다.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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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메인 스토리보드 레이아웃에서는 우리 앱의 뷰들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드 드롭하여 배치하고 편집
할 수 있다.

그림 1-13 도구상자에는 라벨을 포함해서 여러 유용한 뷰 요소가 많다.

Xcode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패널들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다. 오른
쪽 패널의 위에는 여섯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작업 영역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그림 1-14). 디폴트로 선택되는 제일 왼쪽의 아이콘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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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창 영역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조 편
집기(assistant editor)가 나타난다. 이것은 메인 스토리보드의 레이아웃과 그것을 지원하는 코드
를 함께 보여준다(그림 1-15). 그리고 그 다음 아이콘은 메인 스토리보드의 레이아웃을 그래픽
이 아닌 XML로 보여준다.

그림 1-14 Xcode에서는 오른쪽 위의 버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패널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15 이것은 Xcode에서 원하는 패널을 보는 하나의 예다. 왼쪽에는 메인 스토리보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에는 그것을 지원하는 코드가 보여진다.

오른쪽의 나머지 세 아이콘은 패널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다. 순서대로 왼쪽, 아래, 오
른쪽이다. 오른쪽 패널에는 속성(property)과 컨트롤(control)들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버튼이
존재한다.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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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orld” 라벨을 선택한 후 오른쪽 패널의 우측부터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라벨
의 속성을 볼 수 있으며(그림 1-16), 폰트 스타일과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옵션
들을 사용하면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여러 속성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1-16 이것들은 코드 작성 없이 Xcode에서 직접 변경 가능한 속성들이다. 따라서 우리 앱의 레이아웃을 쉽
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라벨 속성 밑에는 도구상자가 있다. 도구상자에는 라벨 외에도 사전 정의된 컨트롤과 제스처
(gesture)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앱에 버튼(button)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도구상자의

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레이아웃에 끌어다 놓고 이름을 변경하고서 버튼과 관련된 코드
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도구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로 버튼을 생성할 때는 코드를 뷰 컨
트롤러(ViewController.swift)에 직접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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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orld” 라벨을 갖는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므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앞의 예에서처럼 콘솔로 출력되지 않는다. 설사 출력된다고 해도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는 아이폰 앱의 경우는 그닥 달갑지가 않다. 이는 콘
솔을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Xcode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졌는데, 메뉴의 Product  Run을 선택하면 우리 프로그램
이 앱으로 빌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이폰 시뮬레이터가 나타나서 생성
한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은 이 앱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으므로 이만 중
단시키자. 그렇더라도 아이폰 시뮬레이터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Xcode에서
는 개발한 아이폰 앱을 실제 장치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아이폰 앱을
생성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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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문제
1. 다음 중 코드에 주석을 잘 사용한 것은?
a. 코드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자세하게 나타낸다.
b. 향후에 코드를 참조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c. 목록으로 만든다.
d. 코드만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주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2. Swift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것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프로젝트 이름
b. 특정 프로젝트 타입으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본 파일들
c.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샘플 앱 스토어 페이지
d.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 코드 제공

3. Organization Identifier를 만들 때 URL을 거꾸로 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a. URL이 좋은 것이므로
b.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c. 우리 앱을 구글에 전시하기 위해서
d. 고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4. 개발 중인 아이폰 앱을 Xcode에서는 어떻게 실행하는가?
a. 아이폰 시뮬레이터를 론칭하여 우리 앱을 실행한다.
b. 결과를 콘솔에 출력한다.
c. 우리 앱을 애플 앱 스토어에 전송한다.
d. 우리 앱을 OS X용으로 컴파일하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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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시작하기

1. 최신 버전의 Xcode를 설치하여 개발 환경을 준비한다. SLA_Lab1이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playground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2. 텍스트 편집기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모두 삭제한다. 단, import 문은

1장
연습 문제

그대로 둔다.
3. 개발자 이름, 일자, 프로젝트 이름(SLA_Lab1)을 설명하는 여러 라인에 걸치는 주석을 추가한다.
4. println() 문을 사용해서 이름과 주소를 출력한다. 이 내용들은 println() 문의 문자열 인자로 전
달되어야 한다.
5. println() 문을 사용해서 다음 수식의 결과를 출력한다.
27 * 82
541.33 - 61.888
999 / 540

6. 보조 편집기(assistant editor)를 열어서 콘솔 창이 나오게 한 후 출력되는 결과가 맞는지 확인
한다.

1장요약
이 장에서는 콘솔로 결과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 Xcode의 중요한 기능
도 간략히 알아보았다. 다음 장부터는 이 장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변수, 산술 연산자와 더불
어 타입 변환(typecasting)과 같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
볼 것이다.

1.2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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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장에서 배울 내용

변수

• 변수(variable)를 이해한다.
•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 변수와 상수(constant)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산술 연산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배운다.
• 변수 사용시 타입 변환(typecasting)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 Swift의 문자열 삽입(string interpolation)을 이해한다.

2.1 변수와 상수 생성하기
여기서는 변수와 상수에 관해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생성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 Xcode playground로 실습한다.
우선 1장에서 한 것처럼 Xcode playground를 실행시키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에는
“VarsAndCons”를 입력한다. 프로젝트 이름(파일명)은 분명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짓는 습
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것에 관해서는 변수 생성 시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것이다.

알아
두자

프로젝트 이름인 VarsAndCons처럼 대문자를 사용하는 이름 규칙을 카멜 케이싱(camel casing)이
라 하며,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사용된다. 카멜 케이싱에서는 복합 단어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맨 앞 문자는 경우에 따라 소문자(변수 이름 등) 또는 대문자(클
래스 이름 등)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numberofobjects”의 카멜 케이스는 “numberOfObjects”가 된다.
낙타의 혹처럼 중간에 대문자가 들어 있다고 해서 카멜 케이스라고 일컫는다.

2.1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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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그림 2-1처럼 OS X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자. 그리고 생성된 파일을 저장할 위치
를 지정하면 자동 생성된 코드들을 갖는 템플릿 코드가 화면에 나타난다. 1장에서 했던 것처
럼 “import Cocoa” 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코드들은 삭제하자.

그림 2-1 OS X 앱 개발 플랫폼 선택하기

여기서는 1장에서 간략히 알아본 변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변수는 우리가 저장
하고자 하는 값이 위치한 컴퓨터 메모리 영역의 참조다.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 특정 크기의 메
모리 영역을 생성하고 거기에 값을 저장하도록 컴파일러에게 지시한다. 실제 차지하는 메모리
양은 변수의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 변수 타입에 대해서는 조만간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자, 그러면 변수를 생성해보자. Playground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한다.

var numOfStudents = 10

여기서는 키워드인 “var”을 사용해서 변수를 생성한 후 그것의 이름을 “numOfStudents”로 지
어주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인 “=”을 사용하여 그 변수에 지정하고자 하는 값이 “10”임을 알
려준다.
여기서 변수의 이름을 “numOfStudents”로 지어주었음에 주목하자. 이처럼 읽고 이해하기 쉬
운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student)들의 인원 수(number of)를 갖는
변수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수의 이름을 “numStu”로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럴
경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Stu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들의 인원 수 또는 그 밖의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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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수 이름을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카멜 케이싱을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하
자. Swift 언어에서는 이와 같은 대소문자 구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표
준 이름 규칙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이 좋다. 즉, 변수 이름의 첫 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이 책 6장에서 배울 클래스의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림 2-2 변수 선언 예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값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값
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상수를 사용한다.
상수(constant)는 변수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수의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
안 변함이 없다. Playground에서 앞의 변수 선언 밑에 다음 내용을 입력해보자.

상수

let Pi = 3.1415

키워드인 let을 사용하면 변수가 아닌 상수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수의 이름은
“Pi”이며,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3.1415”를 Pi의 값으로 지정한다. Pi 값은 수
학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 값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Pi를 상수로 지정하면, 그 값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원의 면적을 결정하는 함수와 같은 경우다.

2.1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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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i”는 상수로 선언되었고 “numOfStudents”는 변수로 선언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음 코드를 입력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아보자.

numOfStudents = 5

우선, 변수 이름을 입력하는 동안 코드의 완성에 도움을 주는 팝업이 나타난다(그림 2-4).
“numOfStudents”는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라는 것을 Xcode가 알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다. “var”은 변수를 최초 선언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키워드인 “var”을 사용하
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 변수가 생성되면 그 이름으로 참조만 할 수 있다. 변수 이름 다음
에는 대입 연산자와 지정할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오른쪽의 사이드바에서는
“numOfStudents”의 값이 초깃값인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변수란 것은 가변적이
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림 2-4 코드 완성 팝업은 변수나 상수 및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빨리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다음 코드를 입력해보자.

Pi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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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를 입력할 때는 Xcode가 에러를 보여준다. 코드 왼쪽에 빨간색의 “!”가
나타나고, “Pi”에 빨간 밑줄이 나타날 것이다(그림 2-5). 그리고 “!”를 클릭하면
“cannot assign to ‘let’ value ‘Pi’”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서 어떤 에러인지 알려준다.
이것은 상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메시지다. “Pi”는 키워드인 let을 사용해서 상수로 선
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5 Xcode는 에러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때로는 에러 메시지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 경
우는 상수의 값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생긴 것이다.

에러가 생긴 코드 라인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numOfStudents”의 값을 7로 변경하는 코드를
추가해보자. 이제 우리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var numOfStudents = 10
let Pi = 3.1415
numOfStudents = 5
numOfStudents = 7

이 코드가 실행되면 “Pi”의 값은 3.1415이고, “numOfStudents”의 값은 7이 될 것이다.

알아
두자

여기서는 변수와 상수를 사용하기 전에 함께 선언하였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변수는 사용에 앞서 먼저 선언하자. 그리고 이때 변수 이름을 알기 쉽게 부여하고, 필요

하다면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주석으로 추가해주자.

1장에서는 Float, Int, String과 같은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을 설명했었다. Swift에서는 변수
를 선언할 때 그 변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2.1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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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numOfStudents”는 Int, “Pi”는 Double 타입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변수 타입을 지정
할 수도 있다.
Swift가 자동으로 변수 타입을 추론할 때 그 변수는 암시적 타입(implicitly typed)을 갖는다고
한다. 이때 Swift는 그 변수에 지정된 값을 살펴보고 해당 값을 기준으로 타입을 지정한다. 만
일 반드시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와 같은 암시적 타
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PHP나 자바 스크립트의 경우에도 암시적 타
입을 지원한다.

암시적 타입
명시적 타입

이와는 달리 명시적 타입(explicitly typed)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때는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선언한다.
암시적 타입 선언과 명시적 타입 선언의 예는 다음과 같다.

var age = 40
var numOfItems:Int = 77

변수 “age”에는 값으로 40이 지정되고, Swift가 Int 타입으로 추론한다. 반면에 “numOfItems”
는 명시적으로 Int 변수로 선언되었다. 다음 코드를 입력하고 오른쪽 사이드바에 어떻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자.

numOfItems = 86.6

이때는 에러가 발생한다. “numOfItems”를 Int 타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왼쪽의 “!”를 클릭
하면 Double 타입의 값을 Int 타입에 지정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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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wift는 Int 변수에 소수점이 있는 값이 지정될 때 Int 타입과 호환되지 않으므로 에러로 처리한다.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을 갖는 변수의 타입도 명시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1장에
서 얘기했던 String 변수 타입을 다시 생각해보자. Int 타입처럼 String 타입도 명
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var name:String = "Mark Lassoff"

이 예에서는 “name” 변수가 항상 String 타입임을 Swift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로 둘러 싼 문자열 값을 지정하

변수의 명시적 타입은 반드시
타입을 선언하여 생성하는 C++
나 자바의 경우와 유사하다.

고 있다.

2.1 Xcode ID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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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문제
1. “카멜 케이스(Camel Case)”란?
a. 단어를 모두 대문자로 하는 이름 규칙이다.
b.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는 이름 규칙이다.
c. 낙타를 운송하는 수단이다.
d. 담배 파이프의 속어다.

2.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은?
a. 추론적(inferred) 또는 자동적(automatic)
b. 동적(dynamic) 또는 정적(static)
c. 암시적(implicit) 또는 명시적(explicit)
d. 강제적(forced) 또는 제안적(suggested)

3. 상수로 할 수 없는 것은?
a. 선언한다.
b. 이름을 부여한다.
c. 초깃값을 지정한다.
d. 값을 변경한다.

4. 변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길이
b. 알기 쉬운지
c. 유용한지
d. 의미를 잘 표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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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운로드와 설치

G

generic

애플리케이션 실행

196~198

템플릿 선택
패널 변경 아이콘

205~215, 217~225
1
2
19, 227~228
10
16~17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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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디렉터리 트리
프로젝트 옵션 선택

13
12~13

Xcode playground
개요
사이드바
새 파일 생성 옵션

3
3~4, 7, 9, 26, 28, 32
3

Xcode 텍스트 편집기
자동 완성 팝업

6, 26

192~193

5, 31~34

딕셔너리

Dictionary.removeValueForKey()
Dictionary.updateValue()
값의 변경
개요
루프문에서 사용하기
선언과 참조

119
116~118
115~116
89
112~113
110~111

메인 스토리보드
명시적 타입
무한 루프
문자열 삽입
문자열 접합

7
15~16, 208~209, 218
28~29
76
44, 46~47
45~46

루프문에서 사용하기
배열 접합
불변 배열
선언과 참조
범위 연산자
변수
뷰
비교 연산자

정의와 메서드 오버라이딩
스위프트 개요

암시적 타입
액션
에모지
연산 속성
연산자 오버로딩
열거형
익스텐션
인자

제네릭
주석
증감 연산자

217~221
28~29
222~225
200~201
188
192~194
151~158
187~190
7

103~104
95~97
105~106
101~103
106
107~108
106~107
97~99
91
91~93
104~105
91
74~75, 89~90
84~85
4~5, 24~25, 27
206
54

196~198
14~15
39

ㅋ

컬렉션 타입

89, 110

클래스

정의하기

160
164~167
161~164

ㅌ

타입 변환
타입 안전

41~42
151

ㅍ

프로토콜
개념
정의와 구현하기

178
179~181

ㅎ

함수
개념
매개변수
반환 값
변수와 상수 범위
선언과 호출
중첩 함수

254

169
174~176
169~174
1~2
19, 227~232

ㅇ

인스턴스 생성과 사용

배열

가변 배열

인스턴스 생성과 사용

개념

ㅂ

Array.append()
Array.count()
Array.insert()
Array.isEmpty()
Array.removeAll()
Array.removeAtIndex()
Array.removeLast()
Array.slice()

개념

ㅈ

ㅁ

매개변수

5, 36~38
25, 27

서브 클래스

아울렛

ㄷ

데이터 타입

상수

시뮬레이터

ㄱ

구조체

ㅅ

산술 연산자

6~7, 123
128~131
133~137
140~143
124~126
145~147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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