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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native app에 대한 것만
Don’t : hybrid, webapp은 다음에?



1. 모바일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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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을 App이라고 주로 부른다

- 스마트폰 OS는 안드로이드, iOS, Windows Phone, others



2. 안드로이드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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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루빈가 만든 휴대폰 운영체제

-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앤드루빈의 안드로이드사는

구글에 인수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누가(7.1)까지 나왔고 무한 확장하고 있다(오레오 T.T)

> android wear, android auto, x86프로젝트 진행중

- Java로 보통 앱을 개발했다

- 이클립스에서 Android Studio로 넘어가고 있다

- JetBrains가 만든 코틀린이 공식언어가 되었다(JAVA와 100%호환 되면서 java script
의 개념을 가져온 언어)(링크)

http://www.bloter.net/archives/279933


3. iOS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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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맥 OS인 OS X를 휴대용으로 다운파운데이션 한 버전

- iPhone OS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아이팟, 아이패드 등에 적용

하면서 iOS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범용 OS가 되었으며 OS X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 애플 HW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근데 폰만 10억대 팔았다)

- 10.3.3까지 나왔고 가을 11이 올 예정

- Objective C로 앱을 개발하다 swift란 언어가 추가되었다(이것도 java script 개념을
가져와서 구현되어 있다)

- Xcode로만 개발 가능하다.



4. 안드? vs i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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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 수 있지? 

> 안드는 폰, 웨어러블,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온갖 IoT(우리 회사는 혈당기)

> ios는 아이폰, 아이패드만 가능(와치는 os가 다르니까 빼고)



4. 안드? vs i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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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더 뽑나?

> 글로벌 타겟/스타트 업은 최대한 안드/iOS를 같이 뽑으려고 하지만 iOS 개발자 뽑기
는 어렵다

> 안드는 기본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iOS는 안드 베이스로 카피 뜨는 외주로 돌리는 경향
이 강함

- 안드로이드로 시작을 많이 한다! Windows기반에 무료로 가능해서?

vs iOS 맥 간지템이 있어야……근데 비싸…….(맥북프로 15인치 레티나 풀옵..520..)

: virtual box 같은 가상화 솔루션에서 OS X 설치는 가능하나….



5. Swift? vs Objecti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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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ft?( 관련 포스트)

> 왜 만들었을까? 성능, 쉬운 언어 지향, 유니버셜앱 개발

> 문법이 간단 Java script 개념이 녹아 있다

> 중간 코드로 컴파일되고 LLVM이 실행시키는 형태( C#과 CLR, 안드의 달빅)

> open source 프로젝트로 진행중 - https://swift.org/

> 해마다 버전업이 되고 있으며 2.3 > 3.0으로 변할 때 엄청 변했고 가을엔 4.0으로 다
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2년 이내에 5.0이 나올 예정

> 버전간의 차이가 크다 특히 1.x > 2.x, 2.x > 3.x

- Objective C?

> C에서 발전된 형태 , 스몰토크라는 진정한 OOP 계보를 이어서 개념이 복잡하고 어렵

> 높은 완성도와 많은 reference가 있음 – 25년간 맥의 근간

Apple은 둘 다 계속 지원 중이다. 언제 하나를 버릴지는 모름

- 3.5 이어잭처럼…T.T

https://brunch.co.kr/@synabreu/10


6. Xcode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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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ode 설치하기

1. App Store에서 받기

2. https://developer.apple.com/downloads/ 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이전 버전을 함께 사용하거나 최신 버전에서의 개발을 원치 않으면

- 실행~ 

- 뷰 / 관련 기능 들 소개

- Hello world

https://developer.apple.com/downloads/


7. Swift 기본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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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asting

- Let / var

- Array, Dictinary

- Loops

- 흐름 제어 : for-in, for, while, do-while, repeat – while 등

- Optional!!!! – swift 의 특징중 하나. ? 으로 표시

- AutoLayout!!!!

- Ibout action



8. 특급도우미 -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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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ft 문법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 기본 문법에 대한 몇 가지 테스트

- Ipad가 있다면 swift playground 

- > 3D 그래픽 수준을 보여주고 swift 교육까지.



8. 특급도우미 - cocoa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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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y로 구현된 라이브러리 관리 툴 정도

- https://cocoapods.org/

- ex 

https://cocoapods.org/


8. 특급도우미 - Test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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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에서는 apk를 전달해서 간단하게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 iOS의 ipa파일은 쉽게 설치할 수가 없다

- 대신 특급 도우미 TestFlight가 있다.

- 인가된 계정을 가진 사람은 버전을 다운 받을수 있다.(내부,25/외부,2000명 설정 가능)



9. 참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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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S 비중 : http://www.idc.com/promo/smartphone-market-share/os

안드로이드 위키(링크)

[사이트]

apple developer document  

http://swift.leantra.kr/

까칠코더 http://kka7.tistory.com/

40시간만에 Swift로 iOS 앱 만들기https://www.gitbook.com/book/devxoul/ios-with-swift-in-40-
hours/details

[책]이것이 ios다 한빛미디어

[인강] https://www.inflearn.com/course-cat/development/mobile/

iOS AutoLayout을 활용한 실전 UI구성 전략 – 카카오톡 같은 고급 UI 만들기

왕초보를 위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강좌 (iOS app with xcode&swift) 

Objective-C 강좌 – 12개 앱 만들면서 배우는 iOS 아이폰 앱 개발

udemy.com iOS 10 & Swift 3: From Beginner to Paid Professional™

[youtube] Imagine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Z7c3OpOYicLQDDZyKevDDw/featured

lazy develop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F4mLKs6zQ5jdw4maGbX2HA

Yag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kwWWEv3C-3ToeO57r5LCHQ

http://www.idc.com/promo/smartphone-market-share/os
https://namu.wiki/w/%EC%95%88%EB%93%9C%EB%A1%9C%EC%9D%B4%EB%93%9C(%EC%9A%B4%EC%98%81%EC%B2%B4%EC%A0%9C)
http://kka7.tistory.com/
https://www.gitbook.com/book/devxoul/ios-with-swift-in-40-hours/details
https://www.inflearn.com/course-cat/development/mobile/
https://www.youtube.com/channel/UCZ7c3OpOYicLQDDZyKevDDw/featured
https://www.youtube.com/channel/UCF4mLKs6zQ5jdw4maGbX2HA
https://www.youtube.com/channel/UCkwWWEv3C-3ToeO57r5LCHQ


마치며…

17 / 14

이 문서 양식은 네이버 아름다운 한글문서서식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http://hangeul.naver.com/document

블로그 : http://bmwe3.tistory.com

SNS : https://www.facebook.com/donghyun.kim.0320

지난 세미나 목록들~

• 16.09.05 – 웹플랫폼 ROR

• 16.05.09 – 개발좀편하게 합시다 - 개발방법

• 15.04.27 - Crossplatform과 QT

• 14.09.01 - Web개발(2) – HTML5

• 14.04.28 - Web개발(1) - jQuery

• 11.05.23 - WindowsPhone7 개발

• 10.07.12 - Code Complete with WPF

• 08.03.17 - RIA구축을 위한 Flex

http://hangeul.naver.com/document
http://bmwe3.tistory.com/
https://www.facebook.com/donghyun.kim.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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