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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이란 무엇인가?
Mike Keller | PCWorld

의 아이폰 홈 화면을 볼 때 독에 5개의

남

만 위험 또한 수반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뒷부

아이콘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있는가? 또는 아이패드에서 고전게임

사용자는 UI 해킹(5개의 아이콘을 가진 독 등)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앱 스토어에서 허용되지 않

앱들은 앱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탈

는 비공식 앱(고전게임 에뮬레이터 등) 등을 자신

옥(Jailbreaking) 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

그렇다면 탈옥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애플 기기

우릭의 대안 앱 스토어 (일명 시디아)는 그런 앱 또

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애플 외에도 다

는 트윅(Tweak)을 제공하는 완벽에 가까운 저장소

른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탈옥할 수 있을까? 수반

이다. 시디아는 iOS 탈옥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

되는 위험은 무엇이며, 불법은 아닐까?

문에 대부분의 탈옥 툴들은 시디아를 자동적으로
설치한다.

유명한 iOS 해커이자 탈옥 전용 앱 스토어인 시
디아(Cydia)의 창시자인 제이 프리만(필명 사우릭

아이폰 해커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애플의 아이튠

(saurik))을 통해 탈옥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해결

즈(iTunes)라는‘감옥’
에서 탈출시킨다는 의미로
‘탈옥’
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그 이후로

해본다.
탈옥이란 무엇인가?
많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제조업체들은

탈옥 용어 가이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소프트웨어
를 자신들의 제품에 탑재한다. DRM은 사용자가

탈옥(jailbreaking) : 애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앱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거나 보안을

이나 트윅(tweak)을 이용하기 위해 아이폰이나 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탈옥은 이런 기기들을 해

이패드의 제한을 푸는 과정

킹하여 DRM 제한을 우회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

루팅(rooting) : 안드로이드, 게임 콘솔 등을 대상

해 사용자는‘승인 받지 않은’소프트웨어를 사용

으로 하는 탈옥과 비슷한 프로세스. 루팅과 탈옥

하고 자신의 운영체제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좀 더 기술적으로 논하자면, 탈옥은‘사용자가

루트(root) : 안드로이드, iOS, 맥 OS X 등 다양한

설명되지 않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

운영체제의‘수퍼유저(superuser)’
. 루트 접근권

의 수정된 커널(Kernel, 운영체제의 관리자) 패치’

한을 가지면, 기기의 모든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
할 수 있다.

를 설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시디아(cydia) : 탈옥된 iOS 기기용 비공식 앱 스

루트(Root)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탈옥을 통

토어

해서만 가능하다.‘루트’
라는 용어는 유닉스(Unix)

사이노젠모드(cynogenMod) : 루팅된 안드로이

에서 나왔으며, 모든 파일에 대한 무제한의 권한을

드 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버

가진 슈퍼유저(Superuser) 계정을 지칭한다. 이를

전의 안드로이드

통해 사용자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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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좀 더 일반적인 의미

또한 탈옥 앱은 애플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기 때

로 안드로이드 등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해킹

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불안정성, 데이터

“루팅(Rooting)”
(
)을 지칭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사용량 증가, 배터리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기

있다. 어쨌든 명칭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개념은 동

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사용자들은 iOS가 성숙하고 멀

일하다고 할 수 있다.

티태스킹, 홈 화면 배경, 향상된 알림 기능 등 한
때 탈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능들을 통합하면

왜 탈옥을 하는가?
좋건 나쁘건 iOS는 폐쇄적인 환경이다. 앱 스토

서 탈옥의 가치가 상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어를 통해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엄격한

지만 탈옥이 없었다면 애플이 애초에 이런 기능들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한은

을 구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사용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앱의 품질을 유지한다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OS용 위키리크스(Wikilea-

애플과 iOS 해커들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술

ks) 앱 처럼 어떤 것은 예상과 달리 앱 스토어에 등

래잡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애플의

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력이 확장되면서 탈옥툴의 출시가 점차 늦춰지고

사우릭은“앱 스토어에 가서 앱을 설치하고 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새로운 탈옥

콘을 클릭하면 해당 앱이 실행되고 이 앱을 사용한

방법이 iOS 버전 공개와 함께 공개되었지만, 애플

후에 홈 버튼을 눌러 해당 앱을 닫으면 사라져 버린

이 모든 펌웨어와 하드웨어 업데이트의 보안을 강

다”
라면서,“앱은 하나의 아이콘 뒤에 숨겨진 통제

화하면서 해커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를

력을 가진 하나의 우주다”
라고 표

들어,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의

현했다. 애플은 윈터보드(Winter-

탈옥은 애플이 제품을 출시한지 몇

board)라 불리는 사우릭의 UI 테마

달이 지난 최근에야 공개되었다. 하

모드 또는 내장된 앱에 수정을 가하

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는 다른 모든 앱처럼 애플의 단순한

해커들은 여전히 방법을 찾아내고

디자인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은 엄

있다.

격하게 금지한다.
애플에게 있어서 앱은 하나의 모

탈옥의 방법?

래 놀이통과 같다. 사용자의 앱은

일반적으로 탈옥툴은 OS X 또는

모래 놀이통 안에서만 놀 수 있으며

윈도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이를 거부하려면 탈옥 밖에는 방법

형태로 공개된다. 현재 iOS 5.0.1을

이 없다.

탑재한 A5 프로세서 기반의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를 탈옥할 수 있는

왜 탈옥을 하지 않는가?

탈옥된 아이폰 화면

툴은 Absinthe뿐이다. Pwnage-

탈옥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루트 접속은 수정에

Tool과 redsn0w 등의 다른 툴들은 iOS 5.0.1을 사

필수적이지만, 악성 공격이 침투할 수 있는 수문이

용하는 구형 기기들을 탈옥할 수 있을 뿐이다. 유명

될 수도 있다. 비록 이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한 아이폰 데브팀(iPhone Dev-Team)은 최초의

한 해커는 사용자들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탈옥툴을 공개했으며 여전히 iOS 해커 사회에서 중

않은 탈옥 기기들의 취약성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데브팀의 블로그를

를 입히지 않는 아이키(iKee)라는 릭롤(Rick-roll)

살펴보면 최신 탈옥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웜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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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해킹이 하나의 권리이

탈옥은 합법적인가?
이는 질문을 하는 당사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

며 일종의 성명 차원에서 해킹을 한다고 주장하고

이 아니나 미국 정부의 경우 탈옥을 합법으로 인정

있다. 그들은 이것을 종종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것에 비교한다. 엔진 덮개가 용접되어 있어 튜닝이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불가능한 차를 산다고 상상해 보자. 분명 누군가 이

DMCA)는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tier Foundation, 국제적인 비영리 디지털 저작권

한편 애플과 다른 기업들은 규제 당국을 구슬려

지지 기관, 이하 EFF)가 주창한 반 우회덤핑(Anti

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 시점에서

-circumvention) 조항의 예외 목록에의 스마트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용자들에 탈옥은 사용

탈옥 추가를 인정했다. DMCA 예외는 올해 다시 검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토될 예정이며, EFF와 소프트웨어 자유법률센터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탈옥 때문에 체포되는

(Software Freedom Law Center) 등의 다른 집단

일은 없겠지만, 해킹한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했을

들은 태블릿과 게임기 등의 다른 개인용 컴퓨팅 기

경우 애플 스토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기에 대한 해킹에까지 예외가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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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 단계별 가이드
편집부 | ITWorld

이폰을 탈옥할 생각이 있는

따라서 다른 툴이 필요하다.

아

가? iOS를 구동하는 기기를
해킹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4. 반탈옥 or 완탈옥

보다 간단하지만, 다양한 하드웨어, 펌

반탈옥(tethered) 혹은 반탈옥(un-

웨어,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인해 적합

tethered)이라는 말은 기기를 재부팅

한 툴을 선택해야 한다. 단계별 가이드

하고 나서도 탈옥 상태가 유지되느냐

를 통해서 안전하게 탈옥하는 법을 살펴

아니느냐의 차이다. 기기의 전원을 껐

본다.

다 키더라도 해킹을 다시 할 필요가 없도록 완탈옥
이 선호된다. 특정 하드웨어나 펌웨어에 따라 반탈
옥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른 툴 선택하기
5. 툴 선택
1. 하드웨어 파악

이제 갖고 있는 기기의 하드웨어나 펌웨어 구성
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면, 탈옥툴을 선택할 준비가

먼저, 자신이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된 것이다. 상황에 따른 툴을 추천한다.

확인하자. 확실하지 않다면, 아이폰 뒷면의 모델 번
호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확인할 수 있다.

iOS 4.3~4.3.3를 구동하는 모든기기(아이패드 2
모델

출시 년도

모델 번호

용량

아이폰 4S

2011

A1387

16, 32, 64 GB

아이폰 4 (CDMA)

2011

A1349

8, 16, 32 GB

CDMA/GSM : 브라우저 기반의 JailbreakMe 툴

아이폰 4 (GSM)

2010

A1332

8, 16, 32 GB

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아이폰 3GS (중국)

2009

A1325

8, 16, 32 GB

jaibreakme.com을 방문한다.

아이폰 3GS

2009

A1303

8, 16, 32 GB

아이폰 3G (중국)

2009

A1324

8, 16 GB

아이폰 3G

2008

A1241

8, 16 GB

아이폰

2007

A1203

4, 8, 16 GB

포함) / 4.2.6~4.2.8를 구동하는 아이폰 4

iOS 4.3.4~4.3.5를 구동하는 모든 기기(아이패
드 2 제외) / 4.2.9-4.2.10를 구동하는 아이폰 4
CDMA/GSM : 맥 OS X나 윈도우에서 redsn0w를
다운로드 받거나 OS X에서 PwnageTool를 다운로

2. 펌웨어 확인하기

드 받는다. 반탈옥만 가능하다.

아이폰의 iOS 펌웨어를 확인하려면, 설정 앱을
연 다음 일반>정보>버전을 본다. 컴퓨터에 연결한

iOS 5.0.1이상을 구동하는 기기(아이폰 4S/아이

상태에서는 아이튠즈를 실행하고 장비>요약에서

패드 2 제외) : 맥 OS X나 윈도우에서 redsn0w를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면 된다.

다운로드 받는다. 최근 완탈옥이 공개됐다. 윈도우
를 사용하면 Sn0wbreeze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반

3. 맥 or PC

탈옥만 가능하다.

동기화 하는 컴퓨터가 윈도우 PC인지 맥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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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3GS·4/iOS 5 탈옥 가이드

iOS 5.0.1 이상을 구동하는 아이폰 4S/아이패드
2 : 맥과 윈도우에서 Absinthe 를 다운로드 받아서
탈옥할 수 있다.

1단계 : 백업 및 iOS 5 설치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iOS 5를 설치해야 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기기/소프트웨어 : 오래되거

다.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아이튠즈를 실행시

나 출시가 중단된 기기는 거의 모두 탈옥이 가능하

키고 업데이트를 한다. 백업을 미리 해 두는 등 준

다. JailbreakMe가 이전 펌웨어의 탈옥을 모두 지

비를 잘 하면 데이터를 날리는 일 없이 무사히 업데

원하며, 잘 되지 않을 경우엔 맥에서는 Pwnage-

이트를 할 수 있다.

Tool을 맥과 PC에서 redsn0w를 이용하면 된다.
2단계 : Redsn0w 다운로드
★ 본격 탈옥 전 유의사항 ★

iOS 5가 설치된 아이폰 3GS를 탈옥하려면, 아이

▲ 아이튠즈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 하라. 애플

폰 데브팀이 배포한 윈도우용 Redsn0w 0.9.10b5c

은 iOS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탈옥을 방지하는 코드

나 맥용 Redsn0w 0.9.10b5c를 다운로드 받는다.

를 강화한다.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를 중지시켜야

(윈도우 : http://goo.gl/l5KTm 맥 : http://goo.

한다.

gl/bTo8I)

▲ 아이튠즈의 아이폰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
하라. iOS 업데이트는 대부분 탈옥을 다시 원상복

3단계 : Redsn0w 실행 및 탈옥

구 시키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다운로드 받은 ZIP 압축파일을 풀고, redsn0w

탈옥툴이 나올 때까지 순정을 사용

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킨다. 창에

해야만 한다.

는‘탈옥(Jailbreak)’
와‘기타(Ex-

▲ USB 허브를 사용하지 말고, 맥

tras)’옵션이 나타나는데,‘탈옥

이나 PC에 직접 아이폰을 연결하라.

(Jailbreak)’
을 선택한다.

▲ 맥이나 PC에 연결된 다른 USB

기기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

기기들은 가능한 다 없애라.

고,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그

▲ 순정 USB 케이블이나 고품질의

렇지 않다면, 기기를 연결하고, 전원

서드파티 케이블을 사용하라. 일부

을 끈다.

케이블들은 동기화나 충전에는 문제

그 다음‘Next’버튼을 누른다.

없지만, 탈옥을 할 때에는 문제를 일

DFU(Device Firmware Update)로

으킬 수도 있다.

들어가기 위해 다음의 작업이 필요

▲ 인내심을 가져라. 탈옥 과정은 생

하다.

각했던 것 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

1. 상단 오른쪽의 전원 버튼을 대략 5초

다. 탈옥을 시작할 때 중간에 방해되

간 누르고 있는다.

는 일 없이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2.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홈 버튼

있는지 확인하라.

을 10초간 누른다.

▲ 탈옥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3. 전원 버튼을 놓되 홈 버튼은 10초간

탈옥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IT-

더 누르고 있는다.(잘 되지 않는다면,

World는 탈옥 과정 혹은 탈옥 후 발

유튜브 등에서 DFU 진입방법 동영상

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을 보고 잘 따라한다.)

사용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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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DFU 모드로 진입이 가능하며,

퓨터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컴퓨터에 연결

Redsn0w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준다. 여러 화면이

한 다음‘Jailbreak’
를 클릭한다.‘restore’
같은 아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린다.

이콘이 나타나면 무시하고 넘어간 다음, 설치 진행
상황 표시 줄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다.

4단계 : 시디아 설치
탈옥이 되고 나면(아직 전원을 분리하면 안 된다)
Redsn0w는‘옵션을 선택하라’
라고 요구한다. 시
디아 설치(Install Cydia)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음(Next) 버튼을 누른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디아는 탈옥 폰의 앱 스토어이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면 탈옥된 모드로 재부팅된다.

4단계 : 시디아 설치
탈옥이 완료되면 아이폰
이 재부팅된다. 재부팅되고
나면 시디아가 설치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탈옥 후의 과정은 아이폰
3GS나 아이폰 4나 동일하
다.

아이폰 4S/iOS 5 탈옥 가이드

5단계 : 시디아 소스 및 앱
다운로드

1단계 : 아이폰 4S 백업

4단계까지가 탈옥 과정이

아이폰 3GS 탈옥과 마찬가지로, 탈옥을 하기 전

다. 재부팅된 아이폰에는 탈

에 백업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암호가 걸려있다

옥용 앱 스토어인 시디아가

면, 암호를 해제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이 적다.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시디
아를 처음 실행시키면 사용
자가 누군지 묻는 화면이 나

2단계 : Absinthe 다운로드

타나는데, 여기서‘User’
를

최근 공개된 Absinthe 탈옥 툴은 인기가 상당히

선택하고 계속한다.

높아 여러 다운로드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시디아에서 소스 및 앱을

는 메인 링크를 소개한다 (윈도우 : http://goo.gl/

설치하면, 탈옥 아이폰을 십

FbVvJ 맥 : http://goo.gl/4uDUy )

분 활용할 수 있다. 시디아
는 사전에 등록한 사이트 내

3단계 : Absinthe실행 및 탈옥

에서 앱을 검색하는데, 소스

Absinthe의 압축을 풀고 실행하면 아이폰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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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표시 변경 화면

테마 적용 후 화면

는 이런 등록된 사이트를 의미한다. 등록한 소스가

Edit을 두드리고, 왼쪽 상단의 Add를 두드리면,

많으면 더 많은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로딩 시간

URL을 입력하는 창이 뜬다. 위에 언급한 주소를

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필요한 소스만 설치하

입력한다. 중간에 경고창이 뜨더라도, 무시하고
‘add anyway’
를 두드린다.

면 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http://cydia.

소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에 나오는 아이

hackulo.us/ 와 http://repo.bityourapple.net,

폰 탈옥을 고민하게 만드는 15가지 앱을 참고해, 아

http://repo.insaelyi. com 등이다.

이폰 테마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유용한 각종 앱을

소스 추가를 하려면, 메인 화면에서 Manage 탭

다운로드 받아보자.

을 선택한 후, Sources로 진입한다. 오른쪽 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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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을 고민하게 만드는 15가지 앱
Sarah Jacobsson Purewal | PCWorld

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폰 4S 등

이

모든 iOS 디바이스에서 탈옥이 가능해
졌다. 그런데 애초에 폰을 손상시킬 위

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폰을 탈옥시키려는 이유
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탈옥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상된 기능에 있다. 이 기사에서는 탈옥이 나
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15가지 앱과 트
윅을 모아봤다.
켜고 끌 수 있는 강력한 탈옥 앱이다. 테마를 통해
자신의 아이폰 모양에 어울리도록 SB세팅즈를 맞

주의: 아이폰을 탈옥시킬 경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춤 설정할 수 있으며 iOS 5의 알림 센터와도 연동
된다. 또는 홈스크린에 앱 아이콘으로 환경 설정을

윈터보드(WinterBoard)

추가할 수 있는 홈스크린 세팅즈(HomeScreen

아이폰 탈옥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Settings)를 사용할 수도 있다.

iOS 사용자 인터페이스 매니저(스프링보드)의 탈옥
버전인 윈터보드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이다. 윈
터보드를 사용하면 아이콘, 글꼴, 텍스트 배경 그림

스냅탭(SnapTap)

등을 통해 아이폰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아이폰을

스냅탭(0.99달러)은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하

탈옥시킨 후 우선 시디아(Cydia) 앱 스토어에서 테

다. 이 앱은 아이폰의 볼륨 버튼을 카메라 버튼으로

마를 검색해 보자.

바꿔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특히 아이폰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없을 것 같지만 있음)
사진 촬영을 부탁할 때 유용하다.

SB세팅즈(SBSettings)
SB세팅즈(무료)는 상태 표시줄을 밀어서 와이파
이, 3G 및 화면 밝기와 같은 환경 설정에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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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력이 필요하다.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플래시

참고: 스냅탭은 iOS 3.0 ~ iOS 4.3.3에서만 작동이

를 같이 켜거나 화면 밝기를 높이거나 회중 전등 앱

검증됐으며, iOS 5에서는 내장된 기능이다.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앱을
찾아서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방법

인피니폴더(Infinifolders)
인피니폴더(0.99달러)는 iOS의 폴더 기능을 수

은 스프링플래시(무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해서 원하는 모든 앱을 하나의 폴더에 넣을 수

아이폰 4의 전원 버튼을 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있도록 해준다.(기본 iOS 폴더의 경우 최대 12개의

LED 조명등을 휴대용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앱만 추가 가능) 이 기능은 필자처럼 아이폰 화면
을 무척 꼼꼼하게 구성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
하다.

그리드록(Gridlock)
그리드록(0.99달러)을 사용하면 아이폰 화면의
아이콘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기
본 iOS의 경우 아이콘을 나란히 정렬해야 한다(아

바이트SMS(BiteSMS)
바이트SMS(무료)는 iOS의 기본 문자 앱을 더 강

이콘이 저절로 이 배열에 맞춰짐). 그리드록을 사용

력하게 개조한 버전이다. 바이트SMS는 서명, 미

하면 사이에 공백을 넣어 화면의 어느 위치에나 아

소, 암호 잠금, 예약 SMS를 비롯한 풍부한 문자 부

이콘을 둘 수 있다. 아이콘을 자유롭게 배치하기를

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본 문자 앱을 완전히

원하거나 본인 취향에 맞추길 원하는 사람에게 유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유료). 실행에 앞서 각 iOS

용하다.

버전에 대한 경고를 꼭 읽어야 한다.

컬러 키보드(Color Keyboard)
스프링플래시(SpringFlash)

컬러 키보드(1.99달러)는 단순히 키보드의 색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글꼴, 배경색, 배경 이미지,

아이폰을 임시 회중 전등으로 바꾸려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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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모양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앱을 5열
QWERTY 키보드(키보드에 숫자 열이 추가됨)와
같은 다른 키보드 개조 앱을 혼합해 사용하면 더 유
용하다.

있다. 각 아이콘을 두드려서 선택한 다음 옮길 페이
지로 이동하고 홈 버튼을 두드리면 모든 아이콘이
한꺼번에 이동된다.
아이파일(iFile)
풀 투 리프레시 사파리(Pull to Refresh Safari)

아이파일(셰어웨어, 4달러)은 기본 iOS용으로도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앱의 편리한 점 중 하나

나와야 할 앱이다. 파일 관리자인 아이파일을 사용

는 페이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으로 리프레시

하면 iOS 기기의 모든 파일을 신속하게 스크롤하면

하는 기능이다. 사파리에도 이 기능이 적용되면 좋

서 볼 수 있다. 표시되는 파일에는 이미지, 동영상,

지 않을까? 풀 투 리프레시 사파리(무료)는 이 기능

사운드, 텍스트, HTML, PDF 및 압축된 콘텐츠 등

을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적용시켜 주는 앱

이 포함된다. 이미지와 PDF를 확대/축소가 가능한

이다. 페이지를 상단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면(상태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PDF의 특정 페이지로 한 번

표시줄을 두드려서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해야 함)

에 이동할 수도 있다.

현재 페이지가 리프레시된다. 이 트윅을 사용하려
면 모바일섭스트레이트(MobileSubstrate - 무료)
도 설치해야 한다.

매뉴얼코렉트(ManualCorrect)
자동 수정 기능이 성가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
나 종종 발생하는 오타 때문에 막상 이 기능을 끄지
는 못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 매뉴얼코렉트(무

멀티아이콘무버(MultiIconMover)
멀티아이콘무버(무료)는 앱 배치를 훨씬 더 수월

료)를 소개한다. 매뉴얼코렉트는 사용자가 단어를

하게 해주는 트윅이다. 멀티아이콘무버를 사용하면

두드린 경우에만 철자를 수정하므로 아무 걱정 없

여러 개의 아이콘을 다른 화면으로 한 번에 옮길 수

이 입력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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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스크린 버튼, 폰을 흔들어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동작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
마이와이(MyWi)와 마이3G(My3G)
마이3G(3.99달러)를 사용하면 페이스타임을 사
용한 화상 채팅, 20MB 이상의 앱 다운로드와 같은
와이파이 전용 작업을 3G로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다. 마이와이(19.99달러)는 아이폰을 와이파이 핫
스팟으로 만들어준다. 물론 iOS 자체에도 이 기능
이 있지만 이 경우 통신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디스플레이 리코더(Display Recorder)
디스플레이 리코더(4.99달러)를 사용하면 화면을

AT&T는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 앱을 사용하여 통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동영상 형태의 스크린

신 요금을 피해가는 경우를 이제 알아낼 수 있으므

샷이라고 보면 된다. 이 기능이 왜 유용한지 잘 모

로 이 앱을 사용하더라도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르겠다면 기록적인 두들 점프(Doodle Jump) 플레

있다. 아직 4S/iOS 5 탈옥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를 동영상으로 녹
화한 다음 점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
앞에서 재생하는 경
우를 상상해 보라.
또는 할머니를 위한
설명 비디오를 만드
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제한은 오디오 녹음은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보너스 앱: 페이크캐리어(FakeCarrier)
액티베이터(Activator)

페이스캐리어(무료)를 사용하면 상태 표시줄에서

액티베이터(무료)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버튼(홈 버

통신업체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딱히 유용하진 않지

튼, 대기 및 볼륨 버튼)의 용도를 변경해서 애플리케

만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

이션을 열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화

실 상태 표시줄을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음)

면을 가로질러 손가락을 미는 동작, 상태 표시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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