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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안내자인 재은 씨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제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다 못해 친숙한 분들도 있고 그
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다 막힐 때 '저는 이게 왜 안 되
죠?'라고 메일을 보낼 텐데, 그때마다 '재은 씨, 안녕하세요'라고 메일 서두에 붙여야 할 테니 익
숙해지면 좋겠군요. 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밝혀두지만, 저는 남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1,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따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룰 다양한 주제는 여러분이 실무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 혹은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모두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된 주제들입니다. 아마도 당장 주제들 사이의 연
관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3, 4년 이상 연차가 쌓이고 나서 이 책의 주제들을 다시 들
여다본다면 필자가 살짝살짝 떨어트려 놓은 떡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책은 '실전편'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주 완전 처음 기초부
터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성격에 대해 궁금해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
장을 열어보며 충분히 의욕에 불타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이 책의 성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
보고 이어서 이 책에서 다룰 Xcode의 간단한 구조와 활용법 등을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을 가져보겠습니다.

0.1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꼼꼼한 재은 씨의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기본편"에 이어지는 속편으로, 스위프트 언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앱 개발 기술을 익히고 다루어 보는 것을 주 핵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편
의 속편이니만큼, 책에서 언급될 많은 개념들이 기본편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스위프트 문법이나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이론들은
이 책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기본편을 이미 학습
했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사전 지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책이 기본편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본편의
학습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단계가 이어질 뿐이지,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본편을 학습하지 않아도 실전편을 학습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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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작성된 실습 예제들은 대부분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기
본편에서 만들어 보았던 영화관 앱은 아주 잠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조차도 이 책의 자료실에
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받으면 이어서 실습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편에서 다루는 수준의 스위프트와 iOS, 그리고 코코아 터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꼭이요. 이 책은 실전 앱에 대한 제작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편을 학습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
니다. 굳이 기본편을 읽어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해도와 경험은 갖
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슬슬 궁금할 겁니다. 이 책을 학습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반 지식
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챕터 하나를 준비해 두
었습니다. 일종의 실전편 학습 자격 시험이랄 수 있겠군요. 준비 챕터는 실전편을 무리 없이 학습
하기 위한 수준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어머, 이 정도를 이해하고 있군요? 당신은 이 책을 학습하기에 충
분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

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알려줄 필요도 없구요. 채점은
여러분 스스로 하면 됩니다.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을 따라하면서 '뭐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실전편을 학습할 수 있는 이해도를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개념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기본편을 학습하거나, 또는 다른 책과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이해도를
높인 다음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건 왜 이렇게 되는거지… 여긴 어디? 난 누구?"
하는 소위 멘붕에 빠질 정도의 의문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학
습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전혀 모르겠거나, 실습을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무턱대고 이 책을 집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판단을 저는 믿고 있으니, 너무 긴장하진 마세요.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룰 툴인 Xcode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
시다. Xcode는 학습 내내 우리가 사용할 툴이니만큼, 잘 알아두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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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Xcode의 구조와 활용
Xcode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코코아 개발용 통합 개발 환경(IDE)입니다. 20여 년에 이를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툴이죠. 그만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광범위하며, 왠만큼 오래 사용한 파워 유저
라 할지라도 모든 기능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스위프트를 이용한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모두 Xcod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새
로운 iOS 버전에 대응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Xcode로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iOS 개발자
라면 자주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Xcode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참
고로 이 책은 필자의 집필 시점에서 최신 버전인 Xcode 9 베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2.1 Xcode 각 영역과 명칭
여러분 대부분은 Xcode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실행하는 방법 정도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개
발자 사이트 혹은 앱스토어에서 Xcode 파일을 내려받은 후, 시키는 대로만 진행하면 설치되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거나 딱히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단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툴에 대한 설치 과정을 안내하는 자료들이 각종 포털 사
이트에 많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Xcode를 실행
하고 단순한 iOS 프로젝트 정도는 생성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
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Xcode를 실행하면 '워크 스페이스(Work

Space)'라고 불리는 창이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이 창은 기능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영역
들로 분할되는데, 각각의 영역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워크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을 보여줍니다.

* 스위프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코코아 개발 환경이 아닌 일반 개발에 스위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Xcode
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Chapter 0

무제-0-2017.indd 7

•

오리엔테이션

7

2017. 7. 27. 오전 9:11

그림 0-1 Xcode의 각 부분과 명칭

이들 각 영역은 특성에 따라 탭 형식으로 세분화된 소기능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툴 바 영역(Tool Bar Area)
툴 바 영역은 워크 스페이스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영역으로, 작업용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앱
의 빌드와 실행, 시뮬레이터 설정이 모두 여기에서 관리되죠. 프로젝트의 상태와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하며, 각종 보조적인 창을 여닫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림 0-2 툴 바 영역

보통 코드를 작성한 후 시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볼 텐데, 이때 필요한
설정 작업은 대부분 툴 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버튼 중 하나인 빌드 및 실행(Build & Run) 버튼은 왼쪽 윈도우 버튼들 옆으로 줄지어 자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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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터 영역
탐색기라고도 불리는 내비게이터 영역은 워크 스페이스의 왼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프로젝트에 작성된 소스 코드나 리소스 파일을 목록 형식으로 보여주고, 클래스나 구조체, 메소
드와 같은 심벌(Symbol)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된 텍스트를 검색하는 등
주로 필요한 항목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림 0-3 내비게이터 영역

내비게이터 영역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탭별로 나누어진 아홉 개의
하위 탐색기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명칭과 종류는 탭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참
고로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해당 탭을 여는 단축키입니다.

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Command(⌘)> + <1>)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작업 중인 프로젝트의 파일 구성을 보여주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열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열어 두는 경우가 많
습니다.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의 첫 번째 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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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스 컨트롤 내비게이터(<Command(⌘)> + <2>)

소스 컨트롤 내비게이터는 소스 파일의 버전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내비게이터로, Xcode 9.0부
터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리포지터리(Repository)라고 불리우는 소스 관리 전용 공간을 생성
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프로젝트 생성 시 옵션에서 [Create Git

repository on my Mac]을 선택하거나 이미 생성된 상태라면 Xcode 메뉴에서 [Source
Control] → [Create Git Repositories]를 차례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의
두 번째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심볼 내비게이터(<Command(⌘)> + <3>)

심벌 내비게이터는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클래스나 구조체, 메소드 등의 심벌을 구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의 세 번째 탭에 해당합니다.

④ 검색 내비게이터(<Command(⌘)> + <4>)

검색 내비게이터는 프로젝트 내부의 내용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빠른 검색과 깔끔한
정리를 자랑합니다.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의 네 번째 탭에 해당합니다.

⑤ 이슈 내비게이터(<Command(⌘)> + <5>)

Xcode는 코딩 도중에 잘못된 문장을 입력하거나 틀린 문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나 오류 표시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시를 클릭하여 활성화화면 표시된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슈 내비게이터는 이런 경고나 오류 등의 이슈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이슈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면 현재 코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에서 다섯 번째 탭입
니다.

⑥ 테스트 내비게이터(<Command(⌘)> + <6>)

테스트 내비게이터는 프로젝트 테스트 목적으로 생성된 클래스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클래스인 XCTestCase를 상속받아야 합니
다. 테스트 내비게이터는 내비게이터 탭에서 여섯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열 수 있습니다.

⑦ 디버그 내비게이터(<Command(⌘)>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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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그 내비게이터 영역은 Xcode에 연결된 상태로 디바이스 혹은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면 실행
내용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지정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실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형태로 표시되기도 합니
다. 디버그 내비게이터는 내비게이터 상단 영역에서 일곱 번째 탭에 해당하지만, 디버깅 중에만
정보가 표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⑧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Command(⌘)> + <8>)

소스 코드를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실행 중간에서 코드의 진행을 멈추고 메모리나 변수값 등의 내
용물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코드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특정한 표시를 코드 내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 있는데, 이를 브레이크 포인트(Breakpoints,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있는 목록을 확인하고 다음 액션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 영역입니다. 내비게이션 선택 영역 중
여덟 번째 아이콘에 해당합니다.

⑨ 리포트 내비게이터 (<Command(⌘)> + <9>)

마지막 항목인 리포트 내비게이터는 빌드 결과나 실행 결과 등 작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
비게이터입니다. 앱에서 출력하는 로그나 오류 메시지와는 다르게, 작업이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
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내비게이터 영역 하단의 필터 바와 함께 사용하면 원하는 내용만 필터링
할 수 있으므로 예전의 처리 결과와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 선택 영역 중 마지막인 아
홉 번째 아이콘에 해당합니다.

에디터 영역
에디터 영역은 코드 작성이나 화면 설계 등 프로젝트 대부분의 핵심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으
로, 워크 스페이스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크 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터 영역
에서 파일이나 심벌을 선택하면 선택된 소스 파일이 에디터 영역에서 열리게 되죠. 다음 그림은
에디터 영역이 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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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편집기 영역

선택된 파일의 종류에 따라 에디터 영역에서는 가장 적절한 편집기를 실행해 주는 특성이 있습니
다. 클래스 파일 등의 텍스트 기반 파일을 편집할 때에는 일반 에디터가 실행되며, 스토리보드 파
일이나 nib, xib 파일을 편집할 때에는 인터페이스 빌더가 실행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는 화면

UI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편집기로, 그래픽 기반의 툴입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면 우리
가 실제 앱을 보듯이 그대로 화면을 그려낼 수 있으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이 툴 덕분에 우리는
화면 UI의 결과를 직접 보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0-5 인터페이스 빌더

12

꼼꼼한 재은 씨의 스위프트 실전편

무제-0-2017.indd 12

2017. 7. 27. 오전 9:11

인터페이스 빌더는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데, 화면 UI와 관련된 소
스 코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에디터와 스토리보드에 작성된 객체들의
계층 관계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문서 개요 창(Document Outline)이 그것입니다.

그림 0-6 문서 개요 창과 어시스턴트 에디터

어시스턴트 에디터는 상단 툴 바 우측의 아이콘을 통하여, 문서 개요 창은 인터페이스 빌더 왼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통하여 여닫을 수 있습니다.

디버그 영역(Debug Area)
디버그 영역은 Xcode 하단에 위치하는 영역으로, 디버그와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프로젝
트를 실행하거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하여 코드를 디버깅할 때 주로 사용되죠.

그림 0-7 Xcode와 디버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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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그 영역은 좌우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좌측은 변수 정보창이며 우측은 콘솔(Console)
입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들이 표시되는 변수 정보 영역은 잠시 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한
디버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우측의 콘솔 영역은 소스 코드상에서 출력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print( ) 구문 또는 NSLog( ) 구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메시지를 출력해 볼
텐데요, 이들 메시지가 출력되는 곳이 바로 여기 콘솔입니다.

인스펙터 영역
인스펙터 영역은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속성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일종의 컨텍스트(Context) *
정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객체에 따라 보여주는 화면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영역
은 모두 6개의 하위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파일 인스펙터(File Inspector) 탭

파일 인스펙터 탭은 선택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현재 선택된 파일이 스토리
보드라면 파일 정보와 더불어 빌드 대상 iOS 버전, UI 설계에 대한 자동 레이아웃 옵션 등을 설
정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앱 개발 과정에서 빌드 대상 범위를 조절하거나 여러 화면 크기
에 대응하는 앱을 제작할 때, 그리고 국가별 언어 설정을 처리해야 할 때에도 이 탭을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영역 중 첫 번째 탭입니다.

② 아이덴티티 인스펙터(Identity Inspector) 탭

아이덴티티 인스펙터 탭은 인터페이스 빌더에 추가된 객체와 이를 구현한 클래스 사이의 연결이
나 객체의 ID 등, 각종 객체의 고유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스토리보드에 추
가된 뷰 컨트롤러나 프로토타입 셀은 주로 소스 코드를 통해 상세 기능이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
클래스 파일을 작성한 후 이 탭의 속성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객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UI 객
체를 소스 코드에서 참조하기 위한 식별값을 정의할 때에도 아이덴티티 인스펙터 탭을 사용합니
다. 인스펙터 영역 중 세 번째 탭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색기 영역이나 스토리보드
등에서 선택된 객체에 따라 보여주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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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트리뷰트 인스펙터(Attribute Inspector) 탭

어트리뷰트 인스펙터 탭은 현재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선택된 객체의 속성을 관리합니다. 이 탭에
표시되는 항목들은 어떤 객체가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이는 인터페이스
빌더상의 객체들이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스펙터 영역 중 네 번째
탭입니다.

④ 사이즈 인스펙터(Size Inspector) 탭

어트리뷰트 인스펙터 탭이 현재 선택된 객체의 속성을 관리하는 탭이라면, 사이즈 인스펙터 탭은
선택된 객체의 외형에 대한 속성을 관리하는 탭입니다. 주로 크기와 위치, 배치 방식 등을 다루
죠. 인스펙터 영역 중 다섯 번째 탭입니다.

⑤ 커넥션 인스펙터(Connection Inspector) 탭

커넥션 인스펙터 탭은 인터페이스 빌더와 소스 코드 간의 연결 관계를 관리합니다. 스토리보드
파일을 통해 설계한 화면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소스 코드와 연결되어
야 하는데, 이 모든 연결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커넥션 인스펙터 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넥
션 인스펙터 탭의 목록에서 좌측은 인터페이스 빌더상의 객체를, 우측은 소스 코드상의 객체를
나타냅니다. 좌우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터페이스 빌더상의 객체와 소스 코드상의 객체들
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스펙터 영역 중 여섯 번째 탭입니다.

이 탭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연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뷰 컨트롤러 사이의 화면 이동을 처리하는 세그웨이(Segueway)
스토리보드의 객체 속성을 소스 코드가 참조할 때 사용하는 @IBOutlet
버튼이나 테이블 셀, 제스처 뷰 등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특정 클래스의 이벤트 핸들러로 전달해주
는 @IBAction

라이브러리 영역
인스펙터 영역 하단에 자리하는 라이브러리 영역은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라이브러리나 템
플릿, 객체 등의 요소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모두 네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앱의 UI를 만들 때 사용되는 탭 메뉴, 테이블, 버튼, 레이블 등 여러분

Chapter 0

무제-0-2017.indd 15

•

오리엔테이션

15

2017. 7. 27. 오전 9:11

에게 익숙한 UI 요소들뿐만 아니라 각종 소스 파일의 템플릿 라이브러리나 코드의 자동완성을
지원해주는 코드 스니펫 라이브러리,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까지 종합적으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탭 내용을 살펴봅시다.

①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File Template Library)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하는 파일의 기본 내용을 미리 정의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코드만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정리하자면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을
모아 놓은 곳 정도 되겠군요. 파일을 간단하게 추가할 때 많이 사용되며, 라이브러리 탭 중에서
첫 번째 탭입니다.

② 코드 스니펫 라이브러리(Code Snippet Library)

흔히 코드 자동완성이라고 불리는 코드 스니펫은 앞에서 설명한 파일 템플릿을 코드 단위로 줄여
놓은 것입니다. 파일 템플릿이 파일 전체의 코드 형식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라면, 코드 스니펫
은 많이 사용되는 구문을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딩 시간을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문
법 오류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동완성, 또는 코드 인텔리전스라고도 불리우는 코드
스니펫은 라이브러리 영역의 두 번째 탭을 통해 제공됩니다.

③ 오브젝트 라이브러리(Object Library)

라이브러리 탭의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하고도 반가울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입니
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iOS 앱에서 익히 보았을 여러 가지 UI 요
소들이 가득 줄지어 있는데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는 이처럼 주로 UI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요
소들을 모아 놓은 영역입니다.

0.2.2 Xcode 브레이크 포인트 다루기
Xcode에서는 소스 코드 중간에 삽입하여 진행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 시점에서의 메모리나
변수값 등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이를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라고 합니다.

* 브레이크 포인트는 '중단점'으로 변역되지만, 실무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 혹은 줄여서 브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이 책에서는 그냥 영어 표현 그대로를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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