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pUp 메시지 구현PopUp 메시지 구현



학습 목표

■교육 목표

 Toast Class

 AlertDialog AlertDialog

CostumView 미구현

CostumView 구현CostumView 구현



Toast Class (1)( )

■Toast Class

기능

사용자 메시지 화면 출력 기능 제공

특징

일시적인 메시지 출력일시적인 메시지 출력

Focus 받지 않음

 Constants Constants

Constants 설 명

int LENGTH_LONG a long period of time

int LENGTH_SHORT a short period of time



Toast Class (2)( )
생성자

Method 설 명

Toast(Context context) Toast 객체 생성

Method
Method 설 명

makeText(Context context, int resId, int duration) Toast 구현

makeText(Context context, CharSequence text, int duration) Toast 구현

int getDuration() 주기 반환

void setDuration(int duration) 주기 설정

void setText(int resId / CharSequence text) Text 지정

void setView(View v) View 지정

void show( ) 지정 주기로 view show



Toast 구현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Android Toast프로젝트 명 : Android_Toast

1 클릭1. 클릭



Toast 구현 (2)( )

2. Android_PopUp 입력

3 클릭3. 클릭

4. Android_PopUp 입력

5 i h t d id P U 입력5. com.inhatc.android_PopUp 입력

6. Android_PopUp 입력

7. 클릭



Toast 구현 (3)( )
■UI 설계

8. UI 설계 및 속성 지정



Toast 구현 (4)( )
 ToggleButton 추가

9. 클릭
10. 클릭

11 클릭11. 클릭



Toast 구현 (5)( )
 ToggleButton 추가 결과

12. 쌯ToggleButton 추가 확인



Toast 구현 (6)( )
 TextView, ToggleButton 속성 지정

컨트롤 속성 지정

• android:layout_width="fill_parent" 

TextView

•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 android:text="@string/hello“
• android:gravity="center_horizontal" 
• android:textColor="#FF000000"     
• android:background="#FFaaaaaa"

ToggleButton

•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id "@+id/tgbtnSwitch"• android:id="@+id/tgbtnSwitch" 
• android:text=“Switch"



Toast 구현 (7)( )
 TextView, ToggleButton 속성 지정 결과

13. 속성 지정 결과 확인



Toast 구현 (8)( )
Main.xml 저장

14 클릭14. 클릭

15. 클릭



Toast 구현 (9)( )
Main.xml

16. XML code 추가 확인



Toast 구현 (10)( )
 Image import 

17.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8 클릭18. 클릭



Toast 구현 (11)( )

19. 클릭

20. 클릭



Toast 구현 (12)( )

21. 클릭

22. Image 파일이 저장된

폴더 선택폴더 선택



Toast 구현 (13)( )
 Image 파일 선택

 light jpg light.jpg 

23. 클릭

24. 클릭



Toast 구현 (14)( )
 Image 파일 import 확인

 light jpg light.jpg 

25. Image 파일 import 확인



Toast 구현 (15)( )
 R.java

26. drawable, id 클래스 변수 추가 확인



Toast 구현 (16)( )
 onClickListener() Method 구현

27. Coding



Toast 구현 (17)( )

28. Coding
 onCreate() Method 구현



Toast 구현 (18)(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29. 클릭

30 클릭30. 클릭

31. 클릭



Toast 구현 (19)( )
실행 결과

32. 클릭32. 클릭

33. 클릭

34 실행 결과 확인34. 실행 결과 확인



Alert Dialog (1)g ( )

■Alert Dialog

기능

사용자의 중요 메시지 화면 출력 기능

특징

Focus 받음 (Modal Dialog)Focus 받음 (Modal Dialog)

3개 Button 출력

생성자생성자

Method

AlertDialog(Context context)AlertDialog(Context context)

AlertDialog(Context context, int theme)

AlertDialog(Context context boolean cancelableAlertDialog(Context context, boolean cancelable,                          

DialogInterface.OnCancelListener cancelListener) 



Alert Dialog (2)g ( )
Method

Method 설 명

Button getButton(int whichButton) Dialog내 button 반환

Listview getListView() Dialog내 ListView 반환

void setButton(int whichButton, CharSequence text, Dialog내 Button 클릭 시에

Message msg) 전송할 메시지 지정

void setCustomTitle(view customTitleView) CustomTitle 지정

id tTitl (Ch S titl ) Titl 지정void setTitle(CharSequence title) Title 지정

void setText(int resId / CharSequence text) Text 지정

void setView(View v) View 지정void setView(View v) View 지정



Alert Dialog (3)g ( )

■Alert Dialog 구조
Titl

 Icon

 Title

Title

Message

 Title

Message

M / Li t 중에 선택 (동시 출력 불가)

ButtonIcon

Message / List 중에 선택 (동시 출력 불가)

 CustomView

 Button

0~3개 가능

<CustomView 미구현> <CustomView 구현> 



Alert Dialog (4)g ( )

■Alert Dialog 생성

AlertDialog dlgAlert; 

dlgAlert =  new AlertDialog.Builder(this)

tI (R d bl i ).setIcon(R.drawable.icon)

.setTitle("타이틀 영역")        // Title 지정

setMessage("메시지 영역") // Message 지정.setMessage( 메시지 영역 )         // Message 지정

.setView(createCustomView())    // CustomView 지정

// AlertDialog의 버튼 클릭 event에 대한 Listener 객체 생성/등록

.setPositiveButton("버튼 영역", new DialogInterface.OnClickListener(){

public void onClick(DialogInterface dialog, int which) { 

dialog.dismiss(); 

} 

})}) 

.create(); 



AlertDialog 구현 (1)g (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Android AlertDialog프로젝트 명 : Android_AlertDialog

1 클릭1. 클릭



AlertDialog 구현 (2)g ( )

2. Android_AlertDialog 입력

3 클릭3. 클릭

4. Android_AlertDialog 입력

5 i h t d id Al tDi l 입력5. com.inhatc.android_AlertDialog 입력

6. Android_AlertDialog 입력

7. 클릭



AlertDialog 구현 (3)g ( )
■UI 설계

8. UI 설계 및 속성 지정



AlertDialog 구현 (4)g ( )
 Text View 삭제

10. 클릭

9. 클릭
11. 클릭



AlertDialog 구현 (5)g ( )
 ToggleButton 추가

12. 클릭
13. 클릭

14 클릭14. 클릭



AlertDialog 구현 (6)g ( )
 ToggleButton 추가 결과

15. 쌯ToggleButton 추가 확인



AlertDialog 구현 (7)g ( )
 ToggleButton 속성 지정

컨트롤 속성 지정

•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ToggleButton
•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 android:id="@+id/tgbtnSwitch" 
• android:text=“Switch"



AlertDialog 구현 (8)g ( )
 ToggleButton 속성 지정 결과

16. 속성 지정 결과 확인



AlertDialog 구현 (9)g ( )
Main.xml 저장

17 클릭17. 클릭

18. 클릭



AlertDialog 구현 (10)g ( )
Main.xml

19. XML code 추가 확인



AlertDialog 구현 (11)g ( )
 Image import 

20.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21 클릭21. 클릭



AlertDialog 구현 (12)g ( )

22. 클릭

23. 클릭



AlertDialog 구현 (13)g ( )

24. 클릭

25. Image 파일이 저장된

폴더 선택폴더 선택



AlertDialog 구현 (14)g ( )
 Image 파일 선택

question jpgquestion.jpg 

26. 클릭

27. 클릭



AlertDialog 구현 (15)g ( )
 Image 파일 import 확인

question jpgquestion.jpg 

28. Image 파일 import 확인



AlertDialog 구현 (16)g ( )
 R.java

29. drawable, id 클래스 변수 추가 확인



AlertDialog 구현 (17)g ( )
 onClickListener() Method 구현

30. Coding



AlertDialog 구현 (18)g ( )
 onCreateDialog() / onPrepareDialog() Method 구현

31. Coding



AlertDialog 구현 (19)g (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32. 클릭

33 클릭33. 클릭

34. 클릭



AlertDialog 구현 (20)g ( )
실행 결과

35. 클릭35. 클릭

36. 클릭

37 실행 결과 확인37. 실행 결과 확인



실습 I : AlertDialog에 CustomView 구현

■Android_AlertDialog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같이 AlertDialog의 CustomView를 ListView로 구현

하시오.
CustomView에 ListView 구현



AlertDialog에 CustomView : ListView 구현 (1)

Coding



AlertDialog에 CustomView : ListView 구현 (2)

Coding



실습 II : AlertDialog에 CustomView 구현

■Android_AlertDialog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같이 AlertDialog의 CustomView를 RadioButton으

로 구현하시오.
CustomView에 RadioButton 구현



학습 요약

■Toast Class

■AlertDialog

 CostumView 미구현 CostumView 미구현

 CostumView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