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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내용은 스위프트 3.0을 기준으로 Xcode 8 환경에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원
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스위프트 4.0과 Xcode 9를 기준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런 다음

Xcode 9 베타 4에서 테스트하고 확인했습니다. 새 Xcode 버전의 정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
지만, 이 책으로 스위프트의 뛰어난 면모를 경험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
니다.
다만 27장까지는 Xcode 9 베타 4에서 다듬은 반면, 28장은 Xcode 8.3.3에서 다듬었습니다. 오
브젝티브-C와의 상호운영성을 다루는 28장에서는 아무래도 Xcode 정식 버전에서 언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 정식으로 출시되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
고 필요한 내용은 따로 출판사 블로그 등에 게시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 용어 가운데 나름대로 그 의미와 정의를 판단해 새로
운 표현으로 다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내용 등에 관해 항상 피드백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제이펍 출판사나 제 메일 주소인 justdoit709@gmail.com으로 궁금하신 점을 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장성두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께 작
더라도 가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옮긴이 배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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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

우리는 이 책을 쓰며 많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지금의 모습
이 아니었을 것이고, 세상의 빛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마땅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먼저, 빅 너드 랜치(Big Nerd Ranch)의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이 책을 쓸 기회를 준

Aaron Hillegass에게 감사한다. 스위프트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무척이나 큰 즐거움이다. 빅
너드 랜치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 책이 우리가
받은 신뢰와 지지에 부응했으면 한다.
빅 너드 랜치의 코코아 팟(Cocoa Pod) 동료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들의 세심
한 지도 덕분에 수많은 버그를 찾아내었고, 사려 깊은 제안 덕분에 우리의 접근 방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들은 많은 자료를 검토해 주었고, 우리의 접근 방식을 살폈으며, 우리가 생각
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제안해 주었다. 그들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멋진 일이다.

Pouria Almassi, Matt Bezark, Nate Chandler, Step Christopher, Kynerd Coleman, Matthew
Compton, Joseph Dixon, Robert Edwards, Sean Farrell, Brian Hardy, Florian Harr, Tom
Harrington, David House, Bolot Kerimbaev, Christian Keur, JJ Manton, Bill Monk, Chris
Morris, Adam Preble, Scott Ritchie, Jeremy Sherman, Steve Sparks, Rod Strougo, TJ Usiyan,
Zach Waldowski, Thomas Ward, Mike Zornek.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다.
운영 팀, 마케팅 팀, 영업 팀의 동료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강
의 일정은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다. Shannon Coburn, Nicole Rej, Heather Sharpe, Tasha

Schroeder, Jade Hill, Nicola Smith, Mat Jackson, Chris Kirksey, Jon Malmgren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의 일을 하지 못한다.

감사의 글

xvii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이 책에 노력을 쏟은 수많은 능력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다. 편집자
인 Elizabeth Holaday는 이 책을 다듬어 강점은 눈부시게, 약점은 사라지게 했다. 교열자인

Simone Payment와 Anna Bentley는 오류를 찾아 교정했고, 우리를 보기보다 더 똑똑하게 만
들었다. Ellie Volckhausen은 표지를 디자인했다. 스케이트보드가 정말 근사해 보인다. Chris

Loper는 종이책과 전자책, 킨들 버전을 인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배웠고, 그들을 위
해 배웠다.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이 책의 품질은 그들의 열정과 의지 그대로다.
매튜 마티아스, 존 갤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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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 배우기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기념비적인 연
례행사다. 한 해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적이 없지만, 2014년 행사의 중요성은 특히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2014년 행사에서는 iOS 및 OS X(이제는 macOS)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완전
히 새로운 언어인 스위프트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한 스위프트 언어는 macOS 및 iOS 개발자들에게 가히 극적인 대전환을 안겼다. 기
존 iOS 개발자들도 새로 배워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았으며, 초보 개발자들은 검증된 진짜 해답
과 패턴을 찾아 신망이 두터운 커뮤니티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불확실성이 퍼져 나갔다.
하지만 이는 바로 지금이 macOS 및 iOS 개발자가 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때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새 언어는 언제나 배울 것이 많다. 스위프트는 더더욱 그렇다. 스위프트는 2014년 여름
베타 릴리스 이후로 크게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새로운 언어의 최전방에 있다. 스위프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개발자들
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찾아 서로 협력한다. 여러분도 그런 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한 노력이 여러분을 스위프트 커뮤니티의 기여 회원이 될 수 있는 길
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

xix

왜 스위프트인가?
오브젝티브-C(Objective-C)를 사용해 애플 플랫폼용으로 개발해 본 적이 있다면 왜 애플이 새
언어를 출시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수많은 개발자가 오랫동안 OS X 및 iOS용으
로 고품질 앱을 만들어 왔지 않은가? 애플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오브젝티브-C는 한물갔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었다. 오브젝티브-C의 문법은 1990년대 스크립트 처리 언어의 등장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고정되었다.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PHP, 루비 등의 스크립트 처리 언어
가 매끄럽고 우아한 문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오브젝티브-C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낯선 언
어로 취급받았다. 오브젝티브-C의 문법이 개발자의 생산성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인식 탓이었
다. 더구나 오래된 언어인 오브젝티브-C는 현대 언어가 보이는 여러 고급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스위프트는 안전성을 목표로 삼았다. 오브젝티브-C가 불안전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겠
지만, 오브젝티브-C가 1980년대 처음 출시된 이후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이를테면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의 최소화가 목표다.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동안 실패한 코드
를 디버깅하는 개발자의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스위프트의 또 다른 목표는 C 계열 언어(C, C++. 오브젝티브-C)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위프트는 빨라야 했다. 사실 스위프트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C 계열의 언어에 필
적한다.
스위프트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문법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함께 제공한다. 스위프트는 표현력
이 뛰어난 덕분에 개발자들은 일상 문장처럼 자연스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읽기 쉬운 코
드를 작성하는 즐거움이 바로 스위프트의 뚜렷한 특징이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뤄지는
협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스위프트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도는 2015년

12월 스위프트를 오픈 소스로 개방하겠다는 결정에 반영되었다. 스위프트의 오픈 소스 개방은
스위프트의 발전을 도모할 개발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스위프트가 macOS와 iOS
를 넘어 다른 시스템으로도 포팅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스위프트를 사
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및 데스크톱 플랫폼에서 동작할 앱을 작성하고, 나아가 백엔드(backend) 웹 애플리케이션 또한 개발해 주리라 희망한다. 스위프트가 메인스트림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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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바라는 것이다.

오브젝티브-C는 어디로?
그렇다면 애플의 모든 플랫폼에서 공용어였던 오브젝티브-C는 어떻게 될까? 아직도 오브젝티
브-C를 알아야 할까? 전문적인 macOS 및 iOS 개발자들에게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겠다.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애플의 Cocoa나 UIKit 라이브러리는 오브젝티브-C로 작성되었
다. 따라서 오브젝티브-C를 이해하고 있어야 디버깅이 수월해질 것이다. 사실 애플은 오브젝
티브-C와 스위프트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쉽게 했고, 때에 따라서
는 권장하기도 한다. macOS 개발자든 iOS 개발자든 오브젝티브-C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피
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런 이유에서 오브젝티브-C에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위프트를 배우기 위해서나 macOS 또는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브젝티브-C를
배워야 할까? 이는 전혀 아니다. 스위프트는 오브젝티브-C와 공존하고 상호운영하지만, 그 자
체로 하나의 언어다. 오브젝티브-C를 모른다 해도 스위프트를 배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
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 마지막 한 장에서만 오브젝티브-C를 직접 사용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오브젝티브-C가 스위프트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사전 지식
우리는 플랫폼 전문가에서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macOS 및 iOS 개발자들을 위해 이 책
을 썼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독자들을 위해서는 스위프트와 일반적인 프로그
래밍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강조하고 구체화했다. 스위프트를 배우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나 본질을 익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다.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에게는 이 책이 새 언
어를 다루는 유용한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쌓인 개발 경험은 도움이 되겠
지만, 이 책으로 좋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에는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시를 실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에 치우치기보다는 실용성에 우선했다. 우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복잡한 개념을 풀어
내고, 코드를 더 재밌게, 더 읽기 쉽고 더 관리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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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되었다. 각 부는 서로 복합적인 특정 목적들을 여러 장에서 세부적으
로 달성하고 있다. 이 책을 한 번 읽어 본다면 초보자에서 한층 진보한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
는 스위프트 지식을 쌓을 것이다.
시작하기 이곳에서는 스위프트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도구에 초점을 맞추고, 스위프트의

문법을 소개한다.
기초 지식 기초 지식에서는 스위프트 개발자로서 매일같이 사용하게 될 기본 데이터 타입을

소개한다. 또한,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흐름을 다룬다.
컬렉션과 함수 서로 연관된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런 데이터는 그만

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컬렉션과 함수를 다룬다.
열거형, 구조체, 클래스 이곳에서는 데이터의 구체화(모델링) 방식을 다룬다. 열거형과 구조체,

클래스의 다른 점을 언급하고,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그 기준을 제시한다.
스위프트 고급 스위프트는 현대적 언어로서 우아하고 읽기 쉬우며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고급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이런 스위프트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더욱
더 전문적인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공용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언급한다.
이벤트 구동 방식 애플리케이션 이곳에서는 첫 macOS 애플리케이션과 첫 iOS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이전 OS X이나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경험한 독자들을 위해 오브젝티브-C와 스
위프트의 상호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이 책의 사용 방법
프로그래밍은 만만치 않다. 이 책의 존재 목적은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 단계
들을 통해 이 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라. 허튼소리가 아니다. 밤마다 잠자기 전 이곳저곳을 넘겨보면 안
된다.

• 읽어 보면서 예시들을 직접 입력하라. 배움의 일부는 근육 기억(muscle memory)이다. 손
가락이 먼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력할지 알면 더욱더 효과적인 개발자가 되는 길에
빨리 들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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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라! 경험상 무언가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왜 안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코드
예시들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동작하게끔 고쳐라.

•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상상하라. 책에 실린 코드를 뜯어고치든 아예 전에 없던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든 스위프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나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 제시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위프트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개발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은 이 책 앞부분을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시작하기’와 ‘기초
지식’은 일부 개발자들에게 매우 친숙할 것이다.
경고를 한마디 하겠다. ‘기초 지식’에서 옵셔널 관련 장은 건너뛰면 안 된다. 스위프트의 정수이
며, 여러 측면에서 스위프트 언어의 고유 특질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배열이나 딕셔너리, 함수, 열거형, 구조체, 클래스 등 후속 장들은 일부 개발자들에게 새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주제로 접근하는 스위프트 방식은 모든 독자가 최소한 훑어보
기는 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만해지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어 보기 바란다. 주의를 집중한다면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전 과제
거의 모든 장의 끝에 연습 문제가 있다. 스스로 도전할 기회로 삼아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경험상 진정으로 깊이 있는 배움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다.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장의 말미에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라는 절을
실었다. 이 절에서는 호기심 많은 독자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 주제를 소개한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 언어 특징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 장의 주제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낮은 프로그래밍 개념을 파헤치기도 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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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규칙
이 책에는 상당히 많은 코드를 실었다.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려고 기존 코드와 추가할 코
드, 삭제할 코드를 구별하여 표시했다. 이를테면 다음 함수 구현 코드에서 print("Hello")는 삭
제할 코드이며, print("Goodbye")는 추가할 코드다. func talkToMe( ) {라는 행과 닫는 중괄호 }
는 기존 코드를 가리킨다. 변경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func talkToMe() {
print("Hello")
print("Goodbye")
}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책에 실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하려면 macOS 엘 캐피탄(10.11.4) 이후로 동작하는
맥(Mac)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애플의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인 Xcode도 설
치해야 한다. Xcode는 맥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 사용하는
스위프트 컴파일러와 각종 개발 도구를 제공한다.
스위프트는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스위프트 3.1과 Xcode 8.3(출판사주_번역서는
스위프트 4.0과 Xcode 9.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당수 예시가 Xcode 이전 버전에서는 동

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최신 버전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동작하지 않는 예시도
있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최신 Xcode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예시들은 최신 베
타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Xcode 후속 버전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이 책을 통해
배운 상당수 지식은 설령 문법 구조나 이름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얼마든지 새 버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forums.bignerdranch.com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보기 바란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애플 생태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보여
주고자 했다.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사람을 피폐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르게 마술과도 같고 아주 신이 나는 일이

xxiv

이 책에 대하여

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앱을 만듦으로써 얻는 특별한
기쁨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이든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연습이다.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프로그래밍에는 소질이 없다고 깨닫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항상 노력하다 보면 스
스로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편히 누우면 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전진해
야 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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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
이 책은 빅 너드 랜치(Big Nerd Ranch)에서 교육용 교재로 활용될 만큼 그 내용이 탄탄합니다.
예제 역시 적당한 난이도로 스위프트를 제대로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마
지막에 수록된 iOS와 macOS 관련된 예제는 책을 마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더 공부해
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책 내용과 난이도 모두 전체적으로 좋았습니
다만, 외래어를 다소 많이 사용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문장들이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정말
좋은 책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예리(링크잇)
스위프트 언어를 A부터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 주는 책입니다. 각 장에 나와 있는 코드를
따라 하다 보면 스위프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스위프트 초보자로
이 책을 통해 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을 지적해 보자면, 실제 앱을 만드는 부분이 책
후반부에 몇 개 있어서 바로 앱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실전 앱
을 만드는 응용서와 함께 보면 상호보완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카이스트)
스위프트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책의 내용 역
시 이와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문체가 약간 딱딱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역사의 미담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유머들을 넣어 보다 책의 내용을 부드럽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번역서라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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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현(마블러스)
제가 주로 사용하던 언어와 약간씩 다른 제약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책은 스
위프트의 언어 철학과 실무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
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베타리딩 기간 중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편집과 설명 또한 너무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홍근(서울옥션블루)
스위프트를 처음 접해 본 독자입니다. 책의 구성은 ‘스위프트 기초 문법 - 심화 - 코코아 프레
임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서이지만 번역이 어색하거나 용어가 이상해서 이해가 어려
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책의 난이도는 500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에 걸맞게 매우 꼼꼼하게 풀
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입문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었네요. 스위프트를 처음 공부하거나 꼼
꼼하게 복습하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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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RT

시작하기

1부에서는 스위프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툴체인(toolchain)에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스위프트 개발자의 중심 개발 도구라 할 수 있는 Xcode와 코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벼운
환경인 플레이그라운드(playground)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워밍업 차원에서 상수나 변수 등 스위프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스위프트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데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1

시작하기

CHAPTER 2

타입, 상수, 변수

1
CHAP TER

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iOS 또는 맥 개발자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게 될 도구들을 설치하고 간
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스위프트와 Xcode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손가락품’을 파는 노력도 함께할 것이다.

Xcode 시작하기
아직 Xcode를 맥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Xcode는 맥 앱 스
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Xcode의 버전이 8 이후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치된 Xcode를 주저하지 말고 실행한다. 시작 화면에서는 단순히 환영 인사만 볼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할지, 새 Xcode 프로젝트로 시작할지 결정하는 등 몇 가지 옵
션 또한 선택할 수 있다(그림 1.1).

3

그림 1.1 Xcode 환영 화면

플레이그라운드는 Xcode 6에서 새롭게 소개된 기능으로서 스위프트 코드를 빠르게 개발하고
점검하기 위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환경이며, 유용한 프로토타입 개발용 도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스위프트 코드가 즉석에서 점검되므로 프로젝트 전체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스위프트 언어를 테스
트하고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앞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며 받게 되는 피드백
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플레이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커맨드라인 도구(native command-line tool)도 만들 것
이다. 그런데 플레이그라운드만 사용할 수는 없을까? 플레이그라운드만 사용한다면 Xcode의
수많은 기능을 놓칠 것이고, 생각만큼 IDE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Xcode
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조금이라도 빨리 Xcode에 적응하는 편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환영 화면에서 Get started with a playground(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하기)를 선택한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이름으로 MyPlayground를 입력한다. 플랫폼(iOS나 macOS, tvOS)을 고를 때
는 무조건 macOS를 선택한다(그림 1.2). 앞으로 다룰 스위프트 기능들은 두 플랫폼에 공통으
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Next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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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플레이그라운드에 이름 붙이기

마지막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어느 곳에 저장할지 정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이런저런 실습
을 진행하면서 모든 작업을 한 폴더에 몰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
고 Create를 클릭한다(그림 1.3).

그림 1.3 플레이그라운드 저장하기

Xcode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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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그림 1.4처럼 스위프트의 플레이그라운드는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왼쪽은 스위프트 코드 에
디터이고, 오른쪽은 코드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사이드바(sidebar)’다. 에디터에 입력된 코드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단, 코드가 변경되면 이 과정이 반복된다.
코드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 사이드바에 표시된다.

그림 1.4 새 플레이그라운드

새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둘러보자. 먼저, 슬래시 문자 두 개(//)로 시작하는 초록색 첫 행이
보일 텐데, 슬래시 문자 두 개(//)는 이 행이 주석(comment)이라는 뜻이다. Xcode에서는 주석이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개발자들은 코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쉽게 추적하기 위해 주석을 일종의 코드 내 문서화 수
단으로 사용한다. 시험 삼아 슬래시 문자 두 개를 삭제해 보자. 컴파일러는 이 행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다. 다시 슬래시 문자들을 추가한다.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 간편한 단축키인 command( ) + /를 눌러도 된다. (단축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컴
퓨터 재시작이 해결책일 수 있다.)

주석 다음 행을 보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Cocoa 프레임워크를 가져오겠다는 행이다. 이 import
문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Cocoa 프레임워크의 모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온전
하게 액세스한다는 뜻이다. (API는 프로그램의 작성법을 정의한 일종의 처방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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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문 아래 행의 내용은 var str = "Hello, playground"다. 큰따옴표에 둘러싸인 텍스
트는 오른쪽 사이드바에 그대로 복사된다. 이 행을 좀 더 들여다보자.
먼저 살펴볼 것은 등호 기호(=)다. 이름하여 대입 연산자(assignment operator)인데, 이 연산자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코드의 실행 결과를 등호 왼쪽에 있는 상수나 변수에 대입한다. 여기서는
등호 왼쪽에 var str이 보인다. 스위프트의 키워드인 var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된다. 지금
중요한 개념을 언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여기서는 변수란 나중
에 변경할 수도 있는 어떤 값을 나타낸다고만 이해하기 바란다.
한편 등호 오른쪽에는 "Hello, playground"가 있다. 스위프트에서 큰따옴표는 순서대로 늘
어선 문자들을 가리키는 String(문자열)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변수의 이름으로 str이 자동
지정되었지만, 이름을 지정할 때 특별한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제약이 있기는 있다. str을
var로 변경해 보면 어떻게 될까? 왜 변수의 이름으로 var를 사용하지 못할까?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변
수 이름을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이제 오른쪽 사이드바에 출력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변수 str에 지정된 문
자열 값이다.

변수의 값 변경하기와 콘솔로 출력하기
String은 타입(type)의 하나다. 그리고 str 변수는 ‘String 타입의 인스턴스(instance)’다. 타입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특별한 구조다. 스위프트는 많은 타입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소
개할 것이다. 타입은 저마다 구체적인 능력(타입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과 제한(타입이 데이터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String 타입은 순서대로 늘어선 문자들을 다루기 위

해 고안되었으며, 이 문자들을 다루기 위한 각종 함수를 정의한다.
str은 변수였다. 그렇다면 str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열 끝에 느낌표를 붙여서

올바른 문장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보자. (이 책에서는 새 코드를 소개하고 추가할 때마다 이를 볼드
체로 나타낸다. 반면, 기존 코드를 삭제할 때는 취소선을 사용한다.)
코드 1.1 올바른 구두점

import Cocoa
var str = "Hello, playground"
str += "!"

변수의 값 변경하기와 콘솔로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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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표를 추가하기 위해 +=라는 더하기 대입 연산자(addition assignment operator)를 사용했다. 더
하기 대입 연산자는 더하기(+)와 대입(=) 연산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3장에서 연산자에 관해 세부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오른쪽 사이드바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다. str의 새 값인 느낌표가 붙은 문자열을 추
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그림 1.5).

그림 1.5 str의 값 변경하기

이제 변수 str에 담긴 값을 콘솔(console)로 출력해 보자. Xcode의 콘솔은 여러분이 만든 텍스
트 메시지가 출력되는 곳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를 테면 각종 경고나 오
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곳이기도 하다.
콘솔로 출력하기 위해 print() 함수를 사용했다. 함수(function)란,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 컴
퓨터에 명령을 보내는 일련의 코드 집합을 일컫는다. print()는 어떤 값을 콘솔로 출력하는
함수다. 이때 출력되는 값 뒤에 행 바꿈(line break) 기호가 따라붙는다. Xcode 프로젝트는 플
레이그라운드와 달리 실행 결과에 해당하는 사이드바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앱을 작성할 때는 print()를 될 수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콘솔은 어떤 변수의 현
재 값을 확인할 때 제격이다.
코드 1.2 콘솔로 출력하기

import Cocoa
var str = "Hello, playground"
str += "!"
print(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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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을 입력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코드를 실행하면 콘솔은 Xcode 화면 아래에 자동으로 나
타난다.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접 debug area(콘솔)를 열어야 한다. 그림 1.6처럼 View  Debug
Area  Show Debug Area를 클릭한다. Show Debug Area 메뉴 이름 옆의 키보드 단축키도 눈여겨봐 두
자. 키보드에서 shift-command-Y를 눌러 Debug Area를 열 수도 있다.)

그림 1.6 Debug Area 나타내기

Debug Area가 열렸다면 그림 1.7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7 첫 스위프트 코드

변수의 값 변경하기와 콘솔로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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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뤄 낸 성과를 챙겨 보자. 여러분은

• Xcode를 설치했다.
•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익숙해졌다.
• 변수를 사용하고 수정했다.
• String 타입을 배웠다.
• 함수를 사용하여 콘솔로 출력했다.
아주 좋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만의 앱을 만들려고 할 테지만, 정말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의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다룬 것을 좀
더 깊게 파고든 수준에 불과하다!

예선 과제
이 책의 각 장 말미에는 대부분 하나나 그 이상의 도전 과제가 제공된다. 각 도전 과제는 여러
분이 직접 스위프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첫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작하기에 앞서 플레이그라운드부터 새로 만들자.
이 장에서 String 타입에 관해 학습했고, print()를 사용하여 콘솔로 출력하는 과정을 경험
했다. 새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여 String 타입의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라. 이 인스턴스의
값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설정하라. 그 값을 콘솔로 출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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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switch

이전 장에서는 if/else라는 한 가지 조건문만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if/else는 여러 조
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switch
를 살펴볼 텐데, switch는 if/else와 달리 여러 조건을 처리하는 데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직접 보겠지만, 스위프트의 switch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며 강력하다.

switch가 무엇일까?
if/else는 조건을 true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코드를 달리 실행한다. 반면, switch는 특정 값

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눠 판단한다. 특정 값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다. 다음은 switch의 기본적인 문법이다.
switch aValue {
case someValueToCompare:
// 이 값에 따른 코드를 실행한다.
case anotherValueToCompare:
// 이 값에 따른 코드를 실행한다.
default:
// 앞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때 실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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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든 switch에서는 두 가지 경우만을 대조하지만,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aValue와 일치하는 case가 있으면 해당 코드가 실행된다.
default 경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심히 보아야 한다. default는 대조하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가 없을 때 실행된다. default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아니지만, switch의 모든 경우
가 일일이 대조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값이 일일이 대조되도
록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하지 않고 default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대조가 가능하려면 대조할 값의 타입과 대조되는 기준값의 타입이 일치
해야 한다. 다시 말해 someValueToCompare의 타입이나 anotherValueToCompare의 타입은
aValue의 타입과 일치해야 한다.

한편 이 예는 switch문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려 주지만, 구조 자체가 탄탄한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밝혀 둔다. 사실 이 switch는 컴파일타임 오류를 일으킨다. 왜 그럴까? 이 코드를 직
접 플레이그라운드에 입력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기 바란다. aValue 등 필요한 값을 지정하
면 각 경우마다 "'case' label in a 'switch' should have at least one executable
statement.(case에는 실행할 수 있는 구문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오류가 출력된다.

문제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case에는 실행할 수 있는 코드 행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
각 조건에 부합하는 실행 코드를 따로 나누어 놓는 것이 switch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예
의 각 case는 주석만을 가지고 있다. 주석은 실행 코드가 아니므로 이 switch는 오류를 일으
키는 것이다.

switch 실전
Switch라는 새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switch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자.
코드 5.1 처음 만나는 switch

import Cocoa
var str = "Hello, playground"
var statusCode: Int = 404
var errorString: String
switch statusCode {
case 400:
errorString = "Bad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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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01:
errorString
case 403:
errorString
case 404:
errorString
default:
errorString
}

= "Unauthorized"
= "Forbidden"
= "Not found"
= "None"

이 switch에서는 HTTP 상태 코드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고, 해당 String 인스턴스로 오류를
설명한다. case 404가 statusCode와 일치하므로 errorString에는 "Not found"가 대입된
다(그림 5.1의 사이드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tusCode의 값을 변경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그림 5.1 각 상태 코드에 해당하는 오류 문자열 지정하기

이번에는 오류 설명을 좀 더 의미 있게 구현해 보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업데이트한다.
코드 5.2 여러 값을 가지는 switch의 case

import Cocoa
var statusCode: Int = 404
var errorString: String = "The request failed:"
switch statusCode {
case 400:
errorString = "Bad request"
case 401:
errorString = "Unauthorized"
case 403:
errorString = "Forbidden"

switch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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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04:
errorString = "Not found"
default:
errorString = "None"
case 400, 401, 403, 404:
errorString =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request."
fallthrough
default:
errorString += "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again."
}

오류 상태 코드 전체가 단 하나의 case에 담겼다(쉼표로 분리되었다). statusCode가 case의 값
들 중 하나와 일치하면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request."라는 텍스트가
errorString에 덧붙는다.

여기에는 fallthrough라는 제어권 전달문(control transfer statement)이 추가되었다. 제어권 전달
문을 사용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던 실행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쪽 코드가 가
지고 있던 제어권을 다른 쪽 코드로 전달한다. 6장에서 루프를 다룰 때 이 제어권 전달문을 다
시 언급할 것이다.
fallthrough는 현재 case가 가지고 있는 제어권을 바로 아래 case로 ‘전달하라’고 switch에 알

린다. 다시 말해 statusCode와 일치하는 case에 fallthrough 제어권 전달문이 있으면(일반적
으로 case 맨 아래에 fallthrough를 둠) 우선 이 case의 코드가 실행되고, 제어권이 현재 case를 ‘통

과하여’ 바로 아래 case로 넘어간다. 이 바로 아래 case는 대조할 값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
든 해당 코드가 무조건 실행된다. 이 case에 또 fallthrough가 있다면 다시 바로 아래 case로
제어권이 넘어가는 식으로 반복된다. fallthrough문은 대조할 값과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case의 코드를 실행한다.
이 예에서는 fallthrough 때문에 첫 번째 case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switch는 중단되지 않고
제어권이 default로 전달된다. fallthrough 키워드가 없으면 switch는 일치하는 case의 코드
가 실행된 뒤 종료된다. 여기서는 fallthrough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조하는 값이 모든 case와
일치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지 않아도 errorString을 이어 붙일 수 있다(일치하는 case가 없어
야 default가 실행되는 흐름을 변경한 것이다).

default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단축 연산자)인 +=를 사용하여 기존 errorString에 새로운 문

자열을 덧붙였다. 이를테면 errorString이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request.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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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으로 최종 설정된다. 지정된 상태 코드와 일치하는 case가 없을 때는 errorString의

최종 결과가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again."으로 설정된다.

C나 Objective-C 등 다른 언어에서는 switch가 스위프트와 다르게 동작한다. 스위프트 이외
의 언어에서 switch는 자동으로 다음 case의 코드를 실행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break라는 제어권 전달문을 각 case의 마지막 행에 두어야 한다. 스위프트의 switch는 이와

정반대로 동작한다.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case가 실행되면 switch는 실행을 멈춘다.

구간
switch에서는 여러 조건을 나눠 놓고 기준값과 대조하면서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했다. 여

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조할 값을 어떤 구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때 valueX...valueY
라는 문법을 적용한다. 다음처럼 코드를 업데이트하여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자.
코드 5.3 switch의 case에는 하나의 값, 여러 값, 어떤 값들의 구간 등이 올 수 있다

import Cocoa
var statusCode: Int = 404
var errorString: String =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switch statusCode {
case 400, 401, 403, 404:
errorString += "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request."
fallthrough
default:
errorString += "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again."
}
switch statusCode {
case 100, 101:
errorString += " Informational, 1xx."
case 204:
errorString += " Successful but no content, 204."
case 300...307:
errorString += " Redirection, 3xx."
case 400...417:
errorString += " Client error, 4xx."
case 500...505:
errorString += " Server error, 5xx."
default:
errorString = "Unknown.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ag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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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대조 대상에 ...라는 구간 대조(range matching) 문법을 적용하여 HTTP 상태 코드의
범주를 일정 구간으로 나타내었다. 즉, 300...307은 300과 307을 포함하여 그 사이의 모든 값
까지 나타내는 범위다.
이 switch에는 HTTP 상태 코드 하나만 대조하는 case(두 번째 case)도 있고, 쉼표로 분리하여
두 값임을 분명하게 구분한 case(첫 번째 case)도 있다. 그리고 default도 있다. 모두 한 번씩은
살펴본 것들인데, case 문법 옵션이 switch문에 결합되었다.
이 swicth의 결과로 errorString이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Client
error, 4xx."로 설정되었다. statusCode의 값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여 다른 결과도 확인해

보자. 단, 실험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값 바인딩
오류와 상관없이 errorString에 숫자로 된 실제 상태 코드를 직접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 기
존 switch에 값 바인딩(value binding)이라는 스위프트의 기능을 적용하여 숫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값 바인딩 기능을 적용하면 어떤 case에서 대조되는 기준값을 지역 상수나 변수에 묶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상수나 변수는 대조되는 case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코드 5.4 값 바인딩 사용하기

...
switch statusCode {
case 100, 101:
errorString += " Informational, 1xx."
errorString += " Informational, \(statusCode)."
case 204:
errorString += " Successful but no content, 204."
case 300...307:
errorString += " Redirection, 3xx."
errorString += " Redirection, \(statusCode)."
case 400...417:
errorString += " Client error, 4xx."
errorString += " Client error, \(statusCode)."
case 500...505:
errorString += " Server error, 5xx."
errorString += " Server error, \(statu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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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errorString = "Unknown. Please review the request and try again."
case let unknownCode:
errorString = "\(unknown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

case마다 statusCode를 errorString에 전달하기 위해 문자열 삽입을 사용했다.
마지막 case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statusCode가 이전 case들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임
시 변수인 unknownCode를 만들고, 이 임시 변수에 statusCode의 값을 바인딩했다. 예를 들
어, statusCode가 200이라면 이 switch에서 errorString은 "200 is not a known error
code."가 된다. unknownCode가 이전 case들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코드를 받기 때문에
default를 명시적으로 둘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상수로 선언했으니 unknownCode의 값은 고정된다.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unknownCode
의 값을 변경해야 한다면 let이 아닌 var로 선언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수가 아닌 변수로
선언해야 마지막 case에서 unknownCode의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예를 통해 값 바인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는 했지만, 딱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표준 default만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case를 표준 default로 대
체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코드 5.5 default로 돌아가기

...
switch statusCode {
case 100, 101:
errorString += " Informational, \(statusCode)."
case 204:
errorString += " Successful but no content, 204."
case 300...307:
errorString += " Redirection, \(statusCode)."
case 400...417:
errorString += " Client error, \(statusCode)."
case 500...505:
errorString += " Server error, \(statusCode)."
case let unknownCode:
errorString = "\(unknown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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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errorString = "\(status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

코드 5.4의 마지막 case에는 그 값이 상태 코드(statusCode)로 바인딩된 상수가 선언되었다. 다시
말해 정의에 따라 마지막 case는 이전 case들이 전부 대조되었으나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
에 해당한다. 이런 코드는 다분히 소모적이라 할 수 있다.

where
앞의 코드는 괜찮다고는 할 수 있어도 훌륭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200이라는 상태
코드는 오류가 아니라 성공이니 말이다. 따라서 switch에서 이를 잡아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를 해결하려면 where를 사용하여 unknownCode가 2xx가 아닌 성공이라고 설정한다.
switch에 조건을 추가로 더 둘 때 사용하는 where는 일종의 동적 필터라 할 수 있다.
코드 5.6 where를 사용하여 필터 만들기

import Cocoa
var statusCode: Int = 404
var statusCode: Int = 204
var errorString: String =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switch statusCode {
case 100, 101:
errorString += " Informational, \(statusCode)."
case 204:
errorString += " Successful but no content, 204."
case 300...307:
errorString += " Redirection, \(statusCode)."
case 400...417:
errorString += " Client error, \(statusCode)."
case 500...505:
errorString += " Server error, \(statusCode)."
case let unknownCode where (unknownCode >= 200 && unknownCode < 300)
|| unknownCode > 505:
errorString = "\(unknown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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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errorString = "\(status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errorString = "Unexpected error encountered."
}

unknownCode의 case는 상태 코드의 어떤 구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소모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default를 추가했다.
스위프트의 fallthrough 기능이 없다면 switch문은 특정 case를 실행한 뒤 종료된다.
statusCode가 204이면 switch는 두 번째 case를 실행하고, errorString에 해당 텍스트를 덧

붙인다. 따라서 204는 where에 지정된 구간에 포함되지만, switch가 이 where를 실행할 일은
없다.
where가 동작하도록 statusCode를 변경하고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튜플과 패턴 대조
statusCode와 errorString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 둘이 따로따로 저장

되었지만, 이 논리적 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군데에 저장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다. 튜플(tuple)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튜플은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둘 이상의 값을 한데 묶은 일종의 유한 집합이다. 논리적 연관성
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물론 프로그래머의 몫이다. 튜플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값들이 하
나의 복합 값으로 묶이는데, 묶어 놓은 결과는 순서 리스트의 구조를 보인다.
statusCode와 errorString을 한데 묶어 첫 번째 스위프트 튜플을 만들어 보자.
코드 5.7 튜플 만들기

import Cocoa
var statusCode: Int = 204
var statusCode: Int = 418
var errorString: String = "The request failed with the error:"
switch statusCode {
case 100, 101:
errorString += " Informational, \(statu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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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4:
errorString += " Successful but no content, 204."
case 300...307:
errorString += " Redirection, \(statusCode)."
case 400...417:
errorString += " Client error, \(statusCode)."
case 500...505:
errorString += " Server error, \(statusCode)."
case let unknownCode where (unknownCode >= 200 && unknownCode < 300)
|| unknownCode > 505:
errorString = "\(unknownCode) is not a known error code."
default:
errorString = "Unexpected error encountered."
}
let error = (statusCode, errorString)

statusCode와 errorString을 괄호로 묶어 튜플을 만들었고, 그 결과를 상수 error에 대입

했다.
튜플의 요소는 해당 인덱스로 액세스한다. 다음을 입력하여 튜플에 저장된 각 요소에 직접 액
세스해 보자.
코드 5.8 튜플 요소에 액세스하기

...
let error = (statusCode, errorString)
error.0
error.1

418과 "Unknown error encountered."가 각각 error.0과 error.1 옆으로 오른쪽 사이드바

에 출력될 것이다. error.0은 튜플에 저장된 첫 번째 요소이고, error.1은 두 번째 요소다.
스위프트의 튜플은 요소에 이름도 지정할 수 있다. 튜플 요소에 이름을 붙이면 코드 독해력
이 한결 높아진다. error.0이나 error.1로는 값을 추적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error.code나
error.error처럼 요소에 이름을 붙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튜플 요소에 의미 있는 이름을 직접 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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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5.9 튜플 요소에 이름 지정하기

...
let error = (statusCode, errorString)
error.0
error.1
let error = (code: statusCode, error: errorString)
error.code
error.error

이렇게 하면 튜플 요소에 그 이름으로, 즉 statusCode는 code로 errorString은 error로 액
세스할 수 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도 이전과 같은 결과가 출력될 것이다.
패턴 대조는 이미 앞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switch의 case에 구간을 적용할 때였다. 그런 패
턴 대조 방식을 가리켜 구간 대조(interval matching)라고도 부른다. case마다 비교 값을 일정 구간
과 대조하기 때문이다. 튜플도 패턴을 대조할 때 여러모로 유용하다.
이를테면 웹 요청을 여러 번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해 보자. 서버가 응답할 때마다 해당

HTTP 상태 코드를 저장하고 나중에 어떤 상태 코드가 404(요청된 리소스가 발견되지 않음)인지
알고 싶다면, switch에 튜플을 사용하여 특정 패턴과 대조할 수 있다.
다음 코드를 switch문에 추가하여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자.
코드 5.10 튜플을 사용하는 패턴 대조

...
let error = (code: statusCode, error: errorString)
error.code
error.error
let firstErrorCode = 404
let secondErrorCode = 200
let errorCodes = (firstErrorCode, secondErrorCode)
switch errorCodes {
case (404, 404):
print("No items found.")
case (404, _):
print("First item not found.")
case (_, 404):
print("Second item not found.")
default:
print("All items f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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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수 몇 가지를 추가했다. firstErrorCode와 secondErrorCode는 서로 다른 두 웹 요
청에 해당하는 HTTP 상태 코드를 나타낸다. errorCodes는 이 두 코드를 묶은 튜플이다.
새 switch에서는 요청의 응답으로 지정된 404의 조합을 case마다 대조한다. 두 번째 case와 세
번째 case의 밑줄(_)은 어떤 코드가 와도 상관없다는 와일드카드다. 다시 말해 와일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 코드만 대조하겠다는 뜻이다. 첫 번째 case는 두 오류 코드가 모두 404인
경우에만 실행된다. 두 번째 case는 첫 번째 오류 코드가 404이면 두 번째 오류 코드와 상관
없이 실행된다. 세 번째 case는 두 번째 case와 반대로 두 번째 오류 코드가 404이면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default는 지금까지 일치된 경우가 없을 때에만 실행된다. 다시 말해 404 상태 코
드로 응답한 요청이 없을 때 실행된다.
여기서는 firstErrorCode의 상태 코드가 404이므로 오른쪽 사이드바에 출력되는 값이
"First item not found."이어야 한다.

switch vs. if/else
switch는 주로 어떤 하나의 값을 여러 경우와 일일이 대조하며 비교할 때 유용하다. 반면, if/
else는 하나의 조건을 판단할 때 더 어울린다. switch는 또한 구간과 대조하거나 값을 지역

상수 또는 변수에 바인딩하고, 튜플과 패턴을 대조할 수 있는 등 수많은 유용한 기능을 제공
한다(이 장에서 다룬 일부만 언급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값이 여러 경우에 일치하도록 switch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만, 비교할 값은 오로지 하나의 경우에만 일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nt 타입의 age 상수로
특정 연령대, 이를테면 18~35세 연령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도 대부분 switch
에 case를 하나만 적용하여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할 것이다.
코드 5.11 case가 하나인 switch

...
let age = 25
switch age {
case 18...35:
print("Cool demographic")
default: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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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는 25로 설정된 상수다. age는 0에서 100 정도까지 어떤 값으로든 설정될 수 있지만 여

기서는 특정 구간에만 집중한다. switch는 age가 18에서 35까지의 구간에 있는지 판단한다.
age가 이 구간에 있다면 해당 코드가 실행된다. 이 구간에 없을 때는 default와 일치하게 되

므로 break 제어권 전달문 때문에 실행 흐름이 switch문 밖으로 옮겨 가게 된다.
default는 없으면 안 된다. 따라서 switch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코드를 작

성하지 말아야 하는데, break를 사용했다는 것은 age가 구간에 없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
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코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스위프트에 썩 괜찮은 방법이 있다. 3장에서 if/else를 다뤘는데, 스위프트는 switch와 비슷
한 패턴 대조 방식인 if-case를 제공한다.
코드 5.12 if-case

...
let age = 25
switch age {
case 18...35:
print("Cool demographic")
default:
break
}
if case 18...35 = age {
print("Cool demographic")
}

이 구조가 훨씬 더 우아하다. 단순히 age가 지정 구간에 있는지 확인만 하고, 필요도 없는
default를 작성할 이유도 없어졌다. if-case에서 한 가지 조건, 즉 age가 18에서 35까지의 구

간에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if-case에도 switch에서와 마찬가지로 where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ge가 21보다 크

거나 같은지 판단해 보자.
코드 5.13 여러 조건이 담긴 if-case

...
let age = 25
if case 18...35 = age {
print("Cool demographic")
}

switch vs. if/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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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ase 18...35 = age, age >= 21 {
print("In cool demographic and of drinking age")
}

이 코드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가미되었다. age가 21보다 크거나 같은지 판단한다. 21
세 이상인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 물론 미국 이야기다.
if-case는 조건이 하나뿐인 switch를 우아하게 대치할 뿐만 아니라 switch의 화려한 패턴

대조 능력을 고스란히 발휘한다. switch의 조건이 하나뿐이고 default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if-case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if-case는 기존 if/else에 패턴 대조가 가미되
어 성능이 향상된 버전이기 때문에 else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else를 추가하면
switch에 default를 사용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으며, 조건을 하나만 다룬다는 원래 취지

나 매력도 무색해진다.

예선 과제
아래 switch를 검토하라. 콘솔에는 무엇이 로그로 기록되는가? 아래 코드를 플레이그라운드
에 입력하고 예상한 대로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하라.
let point = (x: 1, y: 4)
switch point {
case let q1 where (point.x > 0) && (point.y > 0):
print("\(q1) is in quadrant 1")
case let q2 where (point.x < 0) && (point.y > 0):
print("\(q2) is in quadrant 2")
case let q3 where (point.x < 0) && (point.y > 0):
print("\(q3) is in quadrant 3")
case let q4 where (point.x > 0) && (point.y > 0):
print("\(q4) is in quadrant 4")
case (_, 0):
print("\(point) sits on the x-axis")
case (0, _):
print("\(point) sits on the y-axis")
default:
print("Case not cov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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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과제
if-case에 조건을 더 추가하라. 단 조건들을 구분할 때는 쉼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

떤 사람이 a) 한창인 연령대(cool demographic)인지, b) 미국을 기준으로 음주 가능 연령인지, c)

30대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다. age가 이들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코드 5.13에 추가하라.

본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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