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code 4.3 이 되면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Xcode4.2 용 샘플파일을 Xcode 4.3 에서 읽어 들이면 경고가 표시되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설정을 바꿔주기만 하면 경고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A) Xcode 4.3 에서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New File 의 탬플릿들 중에서
UIViewController subclass 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Objective C-class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9 장).
B)Xcode 4.3 에서는 Master-Detail Application 템플릿을 사용해서 작성할 때 셀을 커스터마이즈해도 세그웨이
접속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드래그해서 재접속시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1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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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ode 4.2 가 되면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4.2 에서 추가, 변경된 내용이지만
4.3 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 Xcode 4.2 의 신기능
Xcode 가 4.2 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3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신기능은 프로젝트를 새로 작성할 때 표시되는 다이얼로그에서 체크박스의 체크를
지우기만 하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버전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전 버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Storyboard 기능
Storyboard 라는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Xib 가 진화한 것으로, 한번에 복수의 화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버튼을 눌러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키는
화면 변경 기능이 있는 앱을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드래그만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수의 화면을 사용하는 앱을
만들기가 쉬워졌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xib 파일이
아니고, storyboard 파일을 사용합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다이얼로그에서 「Use Storyboard」의 체크를
OFF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전 버전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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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Reference Counter(ARC) 기능
Automatic Reference Counter(ARC)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기 어려웠던 메모리 관리 기능을 좀더 편하고 똑똑하게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다이얼로그에서 「Use Automatic Reference Counter」에 체크를 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Xcode 가 소스파일을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동적으로 release 를 삽입하고 컴파일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release 를 작성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어슬프게 작성하면 2 중삽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다이얼로그에서 「Use Automatic Reference Counter」의 체크를 OFF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전 버전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ARC 를 체크하고 시작해 버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Build Settings」탭의 「Apple LLVM compiler3.0 > Objective-C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을 No 로
설정하면 이전 버전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iPhone 화면과 iPad 화면 동시 설계 기능
iPhone 화면과 iPad 화면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다이얼로그의 「Device Family」항목을 Universal 로 설정해 두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iPhone 과 iPad 양쪽의 xib 파일(또는 storyboard 파일)이 만들어진 상태로 진행됩니다. iPhone 만(또는
iPad 만)을 개발할 때는, iPhone(또는 iPad)로 설정해 두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xib 파일(또는 storyboard
파일)이 하나만 생성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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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code 4.2 의 변경부분
1) 템플릿의 종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템플릿의 명칭이 바뀌거나 추가 되었습니다.
○ Single View Application (View-based Application 의 명칭이 변경)
뷰(화면)가 한장뿐인 템플릿 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구조이므로,
간단한 앱이나 컨트롤을 작성하거나, Objectiv-C 의 문법을 테스트 할 때
등등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뷰(화면)는 한 장밖에 없지만, 나중에 뷰를 추가해서 복수의
화면으로 구성된 어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Utility Application
뷰(화면)가 앞뒤로 2 장이 있어 버튼을 탭(누르기)하면, 쓱~ 하고 뒤집어
지는 앱용의 템플릿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앞쪽화면에서 실행하
면서, 몇가지 간단한 설정을 뒤집어진 뒤쪽 화면 에서 실행하는 앱에
사용합니다.

○ Tabbed Application (Tab Bar Application 의 명칭이 변경)
뷰(화면)가 여러 장 있어서, 화면 하부의 탭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앱용의 템플릿입니다. 복수화면으로 모드변경을 하는 앱에 적합
합니다.

○ Master-Detail Application (Navigation-based Application 과 Split View-based Application 이 통합)
iPhone 에서는 뷰(화면)가 여러 장 있어서,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또, 최초의 화면이 테이블 뷰라는 리스트
형식의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보다 깊은 계층으로 내려가고, 돌아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가는 앱에 사용합니다.
iPad 에서는 좀더 확장되는데, 세로화면인 경우에는 화면을 좌우로
분할해서, 작은 화면에 리스트를 표시하고, 큰 화면에는 상세화면을 표시합니다. 가로 화면의 경우에는, 화면
전체에 상세화면을 표시 하고, 버튼을 탭하면 나타나는 Popover 라는 리스트를 표시하여 상세화면의 내용을
전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Navigation-based Application 과 Split View-based Application 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Master-Detail Application 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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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Based Application (신규 추가)
전자책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서 화면을 바꾸는 앱용의 템플릿입니다.
화면의 양단을 탭하거나, 옆으로 스왑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서 다음 페
이지가 표시됩니다. Xcode4.2 에서 새롭게 추가된 템플릿으로 실행환경
은 iOS5 이상입니다.

○ OpenGL ES Application
OpenGL ES 라는 2D 나 3D 의 그래픽을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한 템플릿
입니다. 주로 게임 등에 사용합니다.

○ Empty Application (Windows-based Appliction 의 명칭이 변경)
Window 만 있고 뷰가 없어서, 앱의 최소한의 기능밖에 갖추어지지 않은
템플릿 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유도가 높아서 모든것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2) 컨트롤과 프로그램 코드의 연결 방법 변경
배치한 컨트롤과 프로그램코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쉽고 많이 쓰이는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 대해 설명하고 나중에 그밖의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IBOutlet 의 연결 방법
IBOutlet(형식 지정자)을 붙여서 컨트롤 명칭을 작성하고 동시에 컨트롤과 연결합니다.
헤더 파일(.h)과 구현파일(.m)에는 Xcode 가 자동으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① ViewController.xib(또는, MainStoryboard.storyboard)를 선택합니다.
② 툴바에서 [Show the Assistant editor]를 선택하여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표시합니다.

③ 「.xib」파일(또는 .storyboard 파일)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control + 클릭」하면 선을 잡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을 잡아 늘려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헤더 파일(.h) 의 @interface 의 밑으로 드래그하면 밑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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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드래그하면 풍선형 다이얼로그가 표시됩니다. Name 항목에 컨트롤명을 입력하고, [Connect]버튼을 누르면
헤더 파일(.h) 에 자동으로 IBOutlet 이 작성됩니다(구현파일(.m)에도 「@synthesize myLabel;」등의 코드가
작성됩니다).

▶▶ IBAction 의 연결 방법
「IBAction 을 붙여서 메소드명을 작성하고 동시에 컨트롤과 연결」합니다.
헤더 파일(.h) 과 구현파일(.m)에는 Xcode 가 자동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① ViewController.xib(또는, MainStoryboard.storyboard)를 선택합니다.
② 툴바에서 [Show the Assistant editor]를 선택하여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표시합니다.

③ 「.xib」파일(또는 .storyboard 파일)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control + 클릭」하면 선을 잡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을 잡아 늘려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헤더 파일(.h) 의 @interface 의 밑으로 드래그하면 밑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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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드래그하면 팝업형 다이얼로그가 표시됩니다. 「Connection」을 「Action」으로 설정하고, Name 항목에
메소드명을 입력하고, Event 항목에서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⑤

[Connect]버튼을

누르면

헤더

파일(.h)에

자동적으로

「-(IBAction)pushBtn:(id)sender{}」등의 코드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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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ction

이

작성됩니다(구현파일(.m)에도

▶▶ 여러 가지 IBOutlet 과 IBAction 의 연결 방법
Xcode4 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명칭과 Interface Builder 에서 배치한 컨트롤을 연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가지나 존재합니다. 앞에서는 컨트롤명이나 메소드명을 작성함과 동시에 실제 컨트롤과
연결도 시켰지만, 먼저 이름만 작성해 놓고, 나중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Document Outline 을 사용하는 방법(.xib)
xib 파일을 표시해 놓고,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명칭으로
Interface Builder 의 컨트롤로 드래그해서 연결합니다.
① 헤더 파일(.h)을 선택하고 컨트롤명이면 IBOutlet 으로,
메소드명이면 IBAction 을 붙여서 작성해 놓습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 참조
② 메뉴 [Edit > Show Document Outline]을 선택하여
「Document Outline」을 표시합니다.

③ File’s Owner 를 「control + 클릭」하면 1)에서 작성한 컨트롤명이 표시됩니다.
「○」를 클릭하면 선을 잡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위로 드래그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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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yboard 하부의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
「storyboard」파일을 열고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컨트롤의 명칭을 Interface Builder 의 컨트롤위로 드랙해서
연결합니다.
① 헤더 파일(.h)을 선택하고 컨트롤명이면 IBOutlet 으로, 메소드명이면 IBAction 을 붙여서 작성해 놓습니다.
② MainStoryboard.storyboard 를 선택하고, 디자인 화면 하부의 ViewController 아이콘을

「control +

클릭」하면 1)에서 작성한 명칭이 표시 됩니다.
③「○」를 클릭하면 선을 잡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을 드랙해서 컨트롤위로 드랙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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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작성 예
그럼 새로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텍스트 필드에 문자를 입력하면 그 문자를 표시하는 앱을 작성합니다.
1) 우선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Xcode 를 구동시키고, [Create a new Xcode project]를 선택하고,
「Single View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

2) [Next] 버튼을 눌러서「Product Name」과「Company Identifier」를 설정하고, 「Device Family」를
iPhone 으로 하고, 「Use Storyboard」와「Use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에 체크를 한 후, [Next]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예로서「InputTest」와「com.myname」으로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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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Storyboard.storyboard」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신규로 작성하면 오른쪽에「Object Library」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메뉴에서 [View > Utilities > Show Object Library]를 선택하면 표시됩니다.

4) 「Object Library」안에 있는「Text Field」와「Label」을 「View」로 드래그합니다.
※입력할 때 스테이지 밑부분에 키보드가 표시되게 되므로 입력란이 숨어 버리지 않도록 위쪽 부분으로
위치를 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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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 툴바에서 [Show the Assistant editor]버튼을 눌러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에는「ViewController.h」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Label 과 Label 명을 연결합니다.
Interface Builder 상에서 레이블명을 「control + 클릭」하여「ViewController.h」위로 드롭합니다.

레이블을 우측버튼을 눌러서 드랙
다이얼로그「Name」에「myLabel」과

레이블의

명칭을

지정하고,

[Connect]버튼을

누르면,

「ViewController.h」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다이얼로그에「myLabel」이라고 기입하고 [Connect]버튼을 누른다.

6) 텍스트 필드와 텍스트 필드명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은, Interface Builder 상의 텍스트필드를 「control + 클릭」하고「ViewController.h」위로 드롭합니다.

텍스트 필드를 「control + 클릭」해서 드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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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로그의 「Name」에「myTextField」와 텍스트 필드의 명칭을 지정하고, [Connect] 버튼을 누르면,
「ViewController.h」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다이얼로그에「myTextField」라고 기입하고 [Connect]버튼을 누른다.
7) 텍스트 필드와 메소드를 연결합니다.
Interface Builder 상의 텍스트필드를 「control + 클릭」하고「ViewController.h」위로 드롭합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가 표시되는데, 「Connection」항목은 Action 을 설정하고, 「Name」에는 inputText 와
메소드 명을 지정하고, 「Event」에는「Did End On Exit」를 지정해서[Connect]버튼을 누릅니다.

「Did End On Exit」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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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Controller.h」와 「ViewController.m」안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h 에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8) 소스 에디터로 텍스트를 텍스트 필드에 입력하고나면 레이블에 문자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m」파일(ViewController.m)을 선택합니다.
「-(IBAction) inputText:(id)sender{}」와 빈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작성되므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추가
합니다.
01 - (IBAction)inputText:(id)sender {
02

myLabel.text = myTextField.text;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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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cheme]의 풀다운 메뉴에서「Simulator」를 선택하고[Run]버튼을 누릅니다.
iOS 시뮬레이터가 구동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테스트 필드를 탭하면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리턴키를 탭하면 키보드가 사라지고 레이블에
문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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