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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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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iOS 6에 맞추어 새롭게 업데이트 된 시계 앱을 살펴보면, 세계시간이 그리드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고 화면

방향이 바뀔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UI가 자연스럽게 재구성 됨

v 컬렉션 뷰를 통해 선형 레이아웃, 원형 레이아웃, 다중 컬럼 레이아웃 등 레이아웃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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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 컬렉션 뷰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Controller: 컨트롤러 레벨에서 컬렉션 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DataSource: 컬렉션 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셀, Supplementary 뷰를 제공하는
프로토콜

ü UICollectionViewDelegate: 컬렉션 뷰에서 셀의 선택과 강조, 편집 메뉴 동작을 처리하는 프로토콜

ü UICollectionViewReusableView: 컬렉션 뷰에 표시되는 모든 뷰의 최상위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Cell: 컬렉션 뷰에 표시되는 셀 클래스. UICollectionViewReusableView를 상속

ü UICollectionViewLayout : 컬렉션 뷰가 셀을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시각적 속성들을 정의하는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LayoutAttributes : 레이아웃 속성 클래스

ü UICollectionViewUpdateItem : 컬렉션 뷰의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레이아웃 객체가 전달받는
객체의 클래스. 이 클래스의 객체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므로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음

ü UICollectionViewFlowLayout : 그리드와 같은 선형 레이아웃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아웃 객체

ü 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 :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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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실제 구현 방식이 테이블 뷰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

v 테이블 뷰에서 사용하던 "섹션"의 개념도 아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각 아이템의 위치를 나타낼 때도
여전히 IndexPath를 사용

v 델리게이트 메소드의 이름과 역할도 매우 유사

UICollectionView UITableView

numberOfSectionsInCollectionView: numberOfSectionsInTableView:

collectionView:numberOfItemsInSection: tableView:numberRowsInSection:

collectionView:cellForItemAtIndexPath: tableView:cellForRowAtIndexPath:

collectionView:didSelectItemAtIndexPath: tableView:didSelectRowAtIndexPath: 

collectionView:didDeselectItemAtIndexPath tableView:didDeselectRowAtIndex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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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를 구성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는 Cell, Supplementary View, Decoration View

v 셀(Cell)은 화면에 표시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컬렉션 뷰에 표시되는 셀은 반드시 UICollectionViewCell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야 함

v 셀 내부에는 Background View, Selected Background View, Content View가 포함되어 있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은 Content View에 추가

v Supplementary View는 테이블 뷰에서 사용하는 Header나 Footer와 유사하지만 테이블 뷰와 달리 미리
정의된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

v Decoration View는 컬렉션 뷰의 배경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셀이나 Supplementary View는 데이터
기반의 객체이지만 Decoration View는 레이아웃 기반이며 아이패드의 시계 앱에서 화면 아래쪽에 표시된
세계지도가 Decor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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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iOS의 부드러운 UI의 비밀 중 하나는 재사용 매커니즘(Reuse Mechanism)

v 테이블 뷰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셀을 부드럽게 스크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사용 매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컬렉션 뷰 역시 재사용 매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의 수의 관계없이 아주 부드러운 UI를
구현할 수 있음

ü 컬렉션 뷰가 화면에 셀이나 뷰를 표시하기 전에 자신의 데이터 소스에 요청

ü 데이터 소스는 컬렉션 뷰의 재사용 큐(Reuse Queue)에 사용가능한 셀이나 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하나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셀이나 뷰를 생성 (모든 컬렉션 뷰는
자신만의 재사용큐를 가지고 있음)

ü 셀이나 뷰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리턴해 주면 컬렉션 뷰가 화면에 표시

ü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해서 화면 밖으로 이동된 셀이나 뷰는 바로 삭제되지 않고 재사용 큐에 추가

ü 앞의 과정을 반복

v 위의 과정에서 "셀"이 아닌 "셀이나 뷰"로 표현한 것은 Cell, Supplementary View 모두 재사용 큐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며 재사용 큐에 있는 항목들은 재사용 식별자(Reuse Identifier)를 통해 구별할 수 있으며 이
식별자는 컬렉션에 Cell이나 Supplementary View를 등록할 때 지정

v 컬렉션 뷰에 표시되는 셀이나 뷰들은 재사용 매커니즘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UICollectionReusableView 
클래스를 상속해야 하며 UICollectionReusableView 클래스를 상속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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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Layout Object

ü 컬렉션 뷰는 테이블 뷰와 달리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대신 레이아웃 객체를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레이아웃 객체는 오직 시각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실제
데이터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와 UI가 분리되어 UI 표시방식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ü 레이아웃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아웃 객체가 어떠한 뷰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레이아웃 객체는 시각적인 속성들을 생성한 다음 컬렉션 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이 속성들이 적용된
셀이나 뷰를 출력하는 것은 컬렉션 뷰의 역할

ü 레이아웃 객체를 통해 크기, 위치, 투명도, 3D 변환 등 다양한 시각적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

v Animation

ü 컬렉션 뷰는 셀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될 때 기본적인 에니메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좀 더 나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두 개 이상의 셀을 동시에 추가, 삭제, 이동할 때는
배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컬렉션 뷰가 전체 에니메이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에만 에니메이션을
수행



8

Collection View
v UICollectionViewDataSource

ü func numberOfSections(in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 Int : 섹션의 개수를 설정하는 메소드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numberOfItemsInSection section: Int) -> 
Int : 섹션별로 행의 개수를 설정하는 메소드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cell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UICollectionViewCell

v UICollectionViewDelegate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SelectItemAt indexPath: Index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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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size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CGSize : 셀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메소드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minimumLineSpacingForSectionAt section: Int) -> CGFloat : 셀들의 상하
간격을 설정하는 메소드

ü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minimumInteritemSpacingForSectionAt section: Int) -> CGFloat: 셀의 좌우
간격을 설정하는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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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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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Single View App 생성 - CarCollection

v 이미지 파일들을 프로젝트에 추가(car01 ~ car25)

v UICollectionViewCell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클래스를 생성 – CustomCell

v Main.storyboard 파일의 ViewController에 CollectionView를 배치하고 delegate 와 dataSource를
ViewController 클래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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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CollectionView 안의 UICollectionViewCell의 Class 와 Identifier를 CustomCell로 변경

v UICollectionViewCell 안에 ImageView를 배치하고 CustomCell 클래스에 변수를 연결 – imageView

v ViewController 클래스에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배열 변수 선언

var images : [String] = []

v ViewController 클래스의 viewDidLoad 메소드에서 이미지 파일이름 배열에 내용을 추가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for i in 0...24{

let imgName : String = String(format: "car%02i.jpg", i)

images.append(img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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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ViewController 의 extenstion을 만들고 CollectionView 출력 관련 메소드를 구현

extension ViewController : 
UICollectionViewDelegate,UICollectionViewDataSource,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

//셀의 개수를 설정하는 메소드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numberOfItemsInSection section: Int) -> Int{

//셀의 개수를 설정

return images.count

}



14

Collection View
//셀 구성하기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cell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UICollectionViewCell {

let cell = collectionView.dequeueReusableCell(withReuseIdentifier: "CustomCell", for: indexPath) 
as! CustomCell

cell.imageView.image = UIImage(named: images[indexPath.row])

return cell

}

// 사이즈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size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CGSize {

let collectionViewCellWithd = collectionView.frame.width / 3 - 1

return CGSize(width: collectionViewCellWithd, height: collectionViewCellWit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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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위아래 라인 간격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minimumLineSpacingForSectionAt section: Int) -> CGFloat {

return 1

}

//옆 라인 간격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minimumInteritemSpacingForSectionAt section: Int) -> CGFloat {

retur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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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UICollectionViewDelegate는 셀의 상태를 관리하고, 셀에서 특정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느며 데이터 소스와 달리 모든 메소드가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메소드만
적절히 구현해주면 됨

v 컬렉션 뷰 셀의 내부에는 3가지 하위 뷰가 포함되어 있음

ü 내용 뷰(Content View)는 셀을 구성하는 UI가 추가되는 뷰로 내용 뷰는 셀에 존재하는 배경 뷰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contentView 속성을 통해 접근

ü 배경 뷰(Background View)는 셀이 기본 상태에서 표시하는 배경 뷰로 backgroundView 속성을 통해
접근하며 커스텀 뷰를 배경뷰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배경 뷰의 크기는 셀의 크기와 동일하며
내용뷰(Content View) 뒤에 위치

ü 선택 배경 뷰(Selected Background View)는 셀이 선택 상태에서 표시하는 배경 뷰로
selectedBackgroundView 속성을 통해 접근하거나 새로운 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셀은 자신이
선택되었을 때 선택 배경뷰가 nil이 아니라면 배경 뷰와 내용 뷰 사이에 선택 배경 뷰를 위치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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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Select & Highlight

ü 컬렉션 뷰는 단일 선택과 다중 선택을 모두 지원

ü 기본값은 단일 선택이지만, 원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빌더나 코드를 통해 다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

collectionView.allowsMultipleSelection = true

ü 단일 선택과 다중 선택의 동작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단일 선택 모드에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면, 다른 셀을 선택하기 전까지 선택 상태가 해제되지 않만 다중 선택 모드에서는 다른 셀의 선택
상태에 관계없이 셀을 탭할 때마다 선택 상태가 토글됨

ü 컬렉션 뷰 셀은 선택(Selected)과 강조(Highlighted) 상태를 가지는데 강조 상태는 사용자가 디바이스
화면을 터치하고 있는동안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셀의 highlighted 속성은 셀의 강조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 값이며, 이 값은 강조 상태(즉, 사용자가 디바이스 화면을 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true 값을 가지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항상 false 값을 가지고 선택 상태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에서 터치를 끝낸 다음에 이전 상태나 선택모드에 따라서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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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셀을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호출

optional func collectionView(UICollectionView, shouldHighlightItemAt: IndexPath) -> Bool

ü 델리게이트에게 특정 셀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로 false를 리턴한다면 전체 선택
과정이 취소되므로 이어서 설명하는 메소드들은 호출되지 않고 이 메소드의 구현을 생략할 경우
기본적으로 true가 리턴

optional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SelectItemAt indexPath: IndexPath)

ü 델리게이트에게 사용자가 터치한 셀이 강조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소드로 이 상태에서
셀의 highlighted 속성값은 true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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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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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ViewController 클래스의 extension에 셀을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 구현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HighlightItemAt indexPath: IndexPath){

let cell = collectionView.cellForItem(at: indexPath)

cell?.layer.borderColor = UIColor.cyan.cgColor

cell?.layer.borderWidth = 3.0

}

v ViewController 클래스의 extension에 셀을 셀의 선택을 해제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 구현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UnhighlightItemAt indexPath: IndexPath){

let cell = collectionView.cellForItem(at: indexPath)

cell?.layer.borderColor = nil

cell?.layer.borderWidth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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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ViewController 클래스의 extension에 셀을 선택하고 난 후 호출되는 메소드 구현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SelectItemAt indexPath: IndexPath){

let cell = collectionView.cellForItem(at: indexPath)

cell?.layer.borderColor = UIColor.yellow.cgColor

cell?.layer.borderWidth = 5.0

}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didDeselectItemAt indexPath: IndexPath) {

let cell = collectionView.cellForItem(at: indexPath)

cell?.layer.borderColor = UIColor.yellow.cgColor

cell?.layer.borderWidth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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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데이터 삽입과 삭제

ü CollectionView에 출력을 담당하는 배열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아래 메소드를 호출해서
CollectionView에 적용

ü CollectionView.insertItems(at: [IndexPath])

ü CollectionView.deleteItems(at: [Index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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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 셀을 길게 터치하면 셀 위쪽에 셀에 대한 편집 메뉴가 표시되는데 이 편집 메뉴를 통해 자르기,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데 컬렉션 뷰는 화면에 편집 메뉴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내부 구현은 모두 직접 구현함

v 편집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3개의 델리케이트 메소드를 구현해야 함

v 컬렉션 뷰는 편집 메뉴를 표시하기 전에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shouldShowMenu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Bool 메소드를 통해 델리게이트에게 편집 메뉴
표시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메소드에서 true를 리턴하면 컬렉션 뷰는 셀 위에 편집 메뉴를 표시하며
indexPath 파라미터를 통해 특정 셀만 표시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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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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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프로젝트 생성(CollectionSwipe)

v 컬렉션 뷰의 셀로 사용될 클래스 생성(PageCell) – UICollectionViewCell을 상속
import UIKit

class PageCell: UICollectionViewCell {
//부모 인스턴스를 초기화 해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음
override init(frame: CGRect) {

super.init(frame: frame)
setupLayout()

}

required init?(coder aDecoder: NSCoder) {
fatalError("init(coder:) has not been implem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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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의 셀로 사용될 클래스 생성(PageCell) – UICollectionViewCell을 상속
//클로저 기능으로 이미지 객체 만들어주기(내부에서 속성정의)
let myImageView: UIImageView = {

let imageView = UIImageView(image: UIImage(named: "car00.jpg"))
// 이속성은 autolayout을 이용할 수 있게한다.
imageView.translatesAutoresizingMaskIntoConstraints = false
imageView.contentMode = .scaleAspectFit
return imag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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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의 셀로 사용될 클래스 생성(PageCell) – UICollectionViewCell을 상속
//클로저 기능으로 textView객체 만들어주기(내부에서 속성정의)
let myTextView: UITextView = {

let textView = UITextView()
let attributedText = NSMutableAttributedString(string: "컬렉션 뷰를 이용한 페이지 스와이프 처리", 

attributes: [NSAttributedString.Key.font: UIFont.boldSystemFont(ofSize: 18)])

attributedText.append(NSAttributedString(string: "\n\n\n 인터페이스 빌더 없이도 컬렉션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ttributes: [NSAttributedString.Key.font: UIFont.systemFont(ofSize: 13), 
NSAttributedString.Key.foregroundColor: UIColor.gray]))

textView.attributedText = attributedText

//textView.text = "ios기초 레슨 프로그램"
//textView.font = UIFont.boldSystemFont(ofSize: 18)
textView.translatesAutoresizingMaskIntoConstraints = false
textView.textAlignment = .center
textView.isEditable = false
textView.isScrollEnabled = false
return text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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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컬렉션 뷰의 셀로 사용될 클래스 생성(PageCell) – UICollectionViewCell을 상속

func setupLayout() {

let containerView = UIView()
containerView.backgroundColor = .yellow
//현재 cell에 콘테이너 뷰 추가
addSubview(containerView)
// 오토레이아웃 활성화
//이제 제약조건이 view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view를 빼줘야 한다.
containerView.translatesAutoresizingMaskIntoConstraints = false
containerView.topAnchor.constraint(equalTo: topAnchor).isActive = true
containerView.leadingAnchor.constraint(equalTo: leadingAnchor).isActive = true
containerView.trailingAnchor.constraint(equalTo: trailingAnchor).isActive = true
//부모뷰에 이미지 뷰 넣어주기
containerView.addSubview(myImageView)

myImageView.centerXAnchor.constraint(equalTo: containerView.centerXAnchor).isActive = true
myImageView.centerYAnchor.constraint(equalTo: containerView.centerYAnchor).isActive = true
myImageView.heightAnchor.constraint(equalTo: containerView.heightAnchor, multiplier: 0.5).isActive

= true
}

}



29

Collection View
v MainStoryboard의 ViewController 클래스에 CollectionView를 추가하고 Cell의 클래스와 Identifier를

PageCell로 변경

v CollectionView를 ViewController 클래스에 collectionView 라는 변수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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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View
v ViewController의 Extension을 생성하고 CollectionView 출력 메소드를 작성

extension ViewController: 
UICollectionViewDelegate,UICollectionViewDataSource,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
//컬렉션 뷰의 cell 개수 지정.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numberOfItemsInSection section: Int) -> Int 

{
return 4

}
//컬렉션 뷰의 cell을 구성하는 함수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cell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UICollectionViewCell {
//위에서 등록해준 커스텀 셀을 가져와서 리턴해줌
let cell = collectionView.dequeueReusableCell(withReuseIdentifier: "PageCell", for: indexPath)
return cell

}
//커스텀 셀의 크기를 view에 꽉차게 해주었다.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sizeForItemAt indexPath: IndexPath) -> CGSize {
return CGSize(width: view.frame.width, height: view.frame.heigh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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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소드 수정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배경색을 흰색
collectionView?.backgroundColor = .white
//collectionView에 cell을 등록해주는 작업, 여기서는 직접 만든 cell을 넣어주었고, 아이디를 설정해

주었다.
collectionView?.register(PageCell.self, forCellWithReuseIdentifier: "PageCell")
//페이징 기능 허용
collectionView?.isPagingEnabled = true
collectionView.delegate = self
collectionView.dataSource = self

}

v 프로젝트에 car00.jpg 파일을 추가



SplitView

v Master와 Detail 창으로 나누어 화면에 출력하는 템플릿

v 가로 보기 모드에서는 마스터 창에 항목 리스트가 나타나고 세로 보기 모드 일 때는 항목 리스트가 팝 오버 뷰
안으로 숨겨짐

v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양쪽 창을 모두 관리하는 UISplitViewController 객체가 생성되고 내부에는
UINavigationController 안에 UITableViewController로 부터 상속받은 RootViewController 클래스의 객체가
연결되며 상세 UIViewController로 UIViewController로 부터 상속받는 DetailViewController 객체가 연결

v RootViewController의 멤버

v contentSizeForViewInPopover: 팝 오버 뷰의 크기



SplitView

v MasterViewController는 NavigationBar를 포함한 테이블 뷰를 제어하기 위한 클래스

ü 하위 뷰 컨트롤러에 대한 참조 프로퍼티와 데이터 배열 프로퍼티가 설정되어 있음

var detailViewController: DetailViewController? = nil

var objects = [Any]()

ü 테이블 뷰 관련 메소드들과 세그웨이로 이동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음

v DetailViewController는 상세 뷰를 출력하기 위한 UIViewController의 서브 클래스



예제



v Master-Detail Application 프로젝트 생성(SplitView)

v 프로젝트에 9개의 이미지 파일 복사(image1-9.png)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프로퍼티 선언
var girls = Array<String>()

예제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서드 수정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if let split = splitViewController {
let controllers = split.viewControllers
detailViewController = (controllers[controllers.count-1] as! 

UINavigationController).topViewController as? DetailViewController
}

girls.append("제시카")
girls.append("유리")
girls.append("태연")
girls.append("윤아")
girls.append("티파니")
girls.append("수영")
girls.append("서현")
girls.append("써니")
girls.append("효연")
self.navigationItem.title = "소녀시대";

}

예제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서드 수정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if let split = splitViewController {
let controllers = split.viewControllers
detailViewController = (controllers[controllers.count-1] as! 

UINavigationController).topViewController as? DetailViewController
}

girls.append("제시카")
girls.append("유리")
girls.append("태연")
girls.append("윤아")
girls.append("티파니")
girls.append("수영")
girls.append("서현")
girls.append("써니")
girls.append("효연")

예제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서드 수정
girlsImage.append("image1.png")
girlsImage.append("image2.png")
girlsImage.append("image3.png")
girlsImage.append("image4.png")
girlsImage.append("image5.png")
girlsImage.append("image6.png")
girlsImage.append("image7.png")
girlsImage.append("image8.png")
girlsImage.append("image9.png")
self.navigationItem.title = "소녀시대";

}

예제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행의 개수를 설정하는 메서드 수정
override func tableView(_ tableView: UITableView, numberOfRowsInSection section: Int) -> Int {

return girls.count
}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셀을 설정하는 메서드 수정
override func tableView(_ tableView: UITableView, cellForRowAt indexPath: IndexPath) -> UITableViewCell {

let cell = tableView.dequeueReusableCell(withIdentifier: "Cell", for: indexPath)
let name = girls[indexPath.row]
cell.textLabel!.text = name
return cell

}

예제



v Master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세그웨이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 수정
override func prepare(for segue: UIStoryboardSegue, sender: Any?) {

if segue.identifier == "showDetail" {
if let indexPath = tableView.indexPathForSelectedRow {

let controller = (segue.destination as! UINavigationController).topViewController as! 
DetailViewController

controller.detailItem = girlsImage[indexPath.row]
controller.navigationItem.leftBarButtonItem = splitViewController?.displayModeButtonItem
controller.navigationItem.leftItemsSupplementBackButton = true
detailViewController = controller

}
}

}

예제



v Main.storyboard 파일의 DetailViewController 의 Label을 삭제

v Detail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UILabel을 제거하고 UIImageView 프로퍼티를 선언
//@IBOutlet weak var detailDescriptionLabel: UILabel!
var imgView:UIImageView!

v Detail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detailItem 프로퍼티 수정
var detailItem: String? {

didSet {
configureView()

}
}

예제



v Detail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소드 수정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imgView = UIImageView(frame:CGRect(x: 150, y: 150, width: 460, height: 640))
view.addSubview(imgView)

configureView()
}

v Detail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configureView 메소드 수정
func configureView() {

if let detail = detailItem{
if let imageView = imgView{

imageView.image = UIImage(named: detail)
}

}
}

예제



UIPageViewController

v IOS 5 SDK에 추가된 템플릿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효과를 지원

v UIPageViewController 인터페이스는 각 페이지 마다 각 페이지에 출력하는 뷰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가 필요

v 데이터 소스는 UIPageViewControllerDataSource 프로토콜을 conform하고 2개의 메서드를 구현

v 현재 보여지는 뷰 컨트롤러를 넘겨받고 이전 뷰 컨트롤러를 리턴하는 메서드

viewControllerBeforeViewController

v 현재 보여지는 뷰 컨트롤러를 넘겨받고 다음 뷰 컨트롤러를 리턴하는 메서드

viewControllerAfterViewController



UIPageViewController

v 초기화 메서드
UIPageViewController.init(transitionStyle: <#T##UIPageViewController.TransitionStyle#>, 
navigationOrientation: <#T##UIPageViewController.NavigationOrientation#>, options: 
<#T##[UIPageViewController.OptionsKey : Any]?#>)
ü 효과는 pageCurl과 scroll
ü 방향은 horizontal, vertical
ü 옵션은 UIPageViewControllerOptionSpineLocationKey 로 넘어가는 페이지의 스파인 위치를 설정할 수

있음
l UIPageViewControllerSpineLocationMin : 위쪽 또는 왼쪽이 기준
l UIPageViewControllerSpineLocationMax : 아래쪽 또는 오른쪽이 기준
l UIPageViewControllerSpineLocationMid : 2개의 페이지 출력 시 사용

v UIPageViewControllerDelegate
ü spineLocationForInterface: 디바이스가 회전했을 때 스파인의 위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작성
ü transitionCompleter: 페이지 전환이 끝난 후 호출



예제



v Single View Application 프로젝트 생성(PageView)

v 프로젝트에 9개의 이미지 파일 복사(image1-9.png)

v 프로젝트에 페이지 뷰 컨트롤러의 내용이 될 UIViewController의 하위 클래스 생성(ContentViewController)

v 스토리보드에 ViewController를 추가하고 ContentViewController를 class 와 storyboard ID로 설정

v ContentViewController에 1개의 이미지 뷰를 배치하고 변수를 생성(imgView)

v ContentViewController에 하위 데이터를 넘겨받을 프로퍼티 생성

var subData : String?

v ContentViewController의 viewWillAppear 메소드 오버라이딩

override func viewWillAppear(_ animated: Bool) {

super.viewWillAppear(animated)

if let imageName = subData{

imgView.image = UIImage(named: imageName)

}

}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인스턴스 변수 선언

//페이지 뷰 컨트롤러

var pageController : UIPageViewController!

//이미지 파일이름

var ar = Array<String>()

//페이지 뷰 컨트롤러에 대입될 뷰 컨트롤러

var tutorialPages = [UIViewController]()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스와이프를 했을 때 인덱스를 찾아오는 메소드와 뷰 컨트롤러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생성

//인덱스를 넘겨주면 ContentViewController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리턴하는 사용자 정의 메소드

func viewControllerAtIndex(index:Int) -> ContentViewController?

{

if ar.count == 0 || index >= ar.count{

return nil

}

let dataViewController = self.storyboard?.instantiateViewController(withIdentifier: 
"ContentViewController") as! ContentViewController

NSLog("index\(index)")

dataViewController.subData = ar[index]

return dataViewController;

}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스와이프를 했을 때 인덱스를 찾아오는 메소드와 뷰 컨트롤러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생성

//하위 뷰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 하위 뷰 컨트롤러가 몇 번째 뷰인지 리턴하는 메소드

func indexOfViewController(viewController:ContentViewController) -> Int?

{

NSLog("\(viewController.subData!)")

return ar.firstIndex(of: viewController.subData!)

}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extension을 생성하고 스와이프를 했을 때 수행할 메소드를 작성

extension ViewController:UIPageViewControllerDataSource, UIPageViewControllerDelegate{

func pageViewController(_ pageViewController: UIPageViewController, viewControllerAfter viewController: 
UI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var index = indexOfViewController(viewController:viewController as! ContentViewController)

if index == nil {

return nil;

}

index = index! + 1

if index == ar.count{

return nil;

}

return viewControllerAtIndex(index: index!);

}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에 extension을 생성하고 스와이프를 했을 때 수행할 메소드를 작성

func pageViewController(_ pageViewController: UIPageViewController, viewControllerBefore
viewController: UIViewController) -> UIViewController? {

var index = indexOfViewController(viewController:viewController as! ContentViewController)

if index == nil {

return nil;

}

index = index! - 1

if index == -1{

return nil

}

return viewControllerAtIndex(index: index!);

}

}

PageView



v ViewController.swift 파일의 viewDidLoad 메소드에 초기화 코드를 작성

override func viewDidLoad() {
super.viewDidLoad()

for i in 1...9
{

ar.append("image\(i).png")
}

pageController = UIPageViewController(transitionStyle: .pageCurl, navigationOrientation: .vertical, 
options: [:])

pageController.dataSource = self;
pageController.view.frame = view.frame

let initialViewController = viewControllerAtIndex(index: 0)
tutorialPages.append(initialViewController!)

pageController.setViewControllers(tutorialPages, direction: .forward, animated: false, completion: nil)

self.addChild(pageController)
self.view.addSubview(pageController.view)
pageController.didMove(toParent: self)

}

Pag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