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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교육 목표

Menu

 Options Menu Options Menu

 Icon Menu

Expanded MenuExpanded Menu

 Context Menu



Menu (1)

■ Menu
기능

Activity에 표시할 메뉴를 나타내는 기능

종류

Options menusOptions menus
• Shortcut, item icon을 지원하지 않음

Context menus
• Item check mark 지원하지 않음

• Condensed title 지원

• Expanded menus 지원• Expanded menus 지원

Sub menus
• item icon을 지원하지 않음



Menu (2)

■ Constants



Menu (3)

■ Method



Menu (4)



Options Menu (1)p ( )
■Options Menu

기능기능

현재 실행 중인 Activity를 위한 Menu (Menu button click시 나타남)

 onCreateOptionsMenu (Menu menu)

option menu 호출 시 한번 실행

public boolean onCreateOptionsMenu (Menu menu)
parameter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menu 객체

t t / f l 화면 출력 / 화면 출력 안됨

 onPrepareOptionsMenu (Menu menu)

return true / false = 화면 출력 / 화면 출력 안됨

option menu 화면 출력 전에 항상 호출

public boolean onPrepareOptionsMenu (Menu menu)
parameter 이 메소드를 호출한 Activity의 option menu

return true / false = 화면 출력 / 화면 출력 안됨



Options Menu (2)p ( )
 Icon Menu

Android screen 하단에서 상승

최대 6 개까지의 text + icon(옵션) 형태 메뉴 표시

마지막 번째 버튼은 로 표시마지막 6번째 icon menu 버튼은 more로 표시

Icon Menu



Options Menu (3)p ( )
 Expanded Menu

option menu의 총 항목 개수가 6개

마지막 6번째 icon menu 버튼이 more로 표시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면

출력되는 te t기반 list 형식의 메뉴출력되는 text기반 list 형식의 메뉴

클릭클릭



Context Menu (1)( )
■Context Menu

기능기능

Activity 내부의 view가 제공하는 text기반의 list 메뉴

 registerForContextMenu (View view) 

Context Menu 제공 view임을 Activity에 알리는 메소드

Activity:onCreate(Bundle) callback 내부에서

 C t C t tM (M )

public void  registerForContextMenu (View view) 
parameter Context Menu 제공 view 지정

 onCreateContextMenu (Menu menu)

option menu 화면 출력 전에 항상 호출

bli id C t C t tM (C t tMpublic void  onCreateContextMenu (ContextMenu menu,
View v, ContextMenu.ContextMenuInfo menuInfo) 

• menu :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Context Menu 객체

parameters • v : Context Menu를 소유한 view 인스턴스

• menuInfo : context menu가 표현할 menu item에 대한 추가 정보 전달 기능



Menu 구현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Android Menu프로젝트 명 : Android_Menu

1 클릭1. 클릭



Menu 구현 (2)( )

2. Android_Menu 입력

3 클릭3. 클릭

4. Android_Menu 입력

5 i h t d id M 입력5. com.inhatc.android_Menu 입력

6. Android_Menu 입력

7. 클릭



Menu 구현 (3)( )
■UI 설계

8. UI 설계 및 속성 지정



Menu 구현 (4)( )
 TextView 삭제

10. 클릭

9. 클릭
11. 클릭



Menu 구현 (5)( )
 TextView 추가

13 클릭
12. 클릭

13. 클릭

14 클릭14. 클릭



Menu 구현 (6)( )
 TextView 속성 지정

컨트롤 속성 지정

• android:id="@+id/TextView01" 
• android:layout width="fill parent"

TextView

• android:layout_width= fill_parent  
•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 android:text="Menu" 

d id it " t "• android:gravity="center" 
• android:layout_gravity="center"



Menu 구현 (7)( )
Main.xml

15. XML code 추가 확인



Menu 구현 (8)( )
 TextView 속성 지정 결과

16. TextView 속성 지정 결과



Menu 구현 (9)( )
 Image import 

17.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8 클릭18. 클릭



Menu 구현 (10)( )

19. 클릭

20. 클릭



Menu 구현 (11)( )

21. 클릭

22. Image 파일이 저장된

폴더 선택폴더 선택



Menu 구현 (12)( )
 Image 파일 선택

album pngalbum.png

23. 클릭
Artist.png

Song.png

Androi.jpg 

24. 클릭



Menu 구현 (13)( )
 Image 파일 import 확인

album pngalbum.png

Artist.png

25. Image 파일 import 확인Song.png

Androi.jpg 



Menu 구현 (14)( )
 R.java

26. drawable, id 클래스 변수 추가 확인



Menu 구현 (15)( )
 onCreate() Method 구현

27. Coding



Menu 구현 (16)( )

28. Coding
 override Method 추가

30. 클릭

29 클릭

28. Cursor 위치에서

29.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Menu 구현 (17)( )
 Override / Implement Methods 추가

31. 클릭

32 클릭32. 클릭



Menu 구현 (18)( )
■onCreateOptionMenu() Method 구현

 T t Text
 Text + Icon

33. Coding



Menu 구현 (19)( )

28. Coding
 override Method 추가

36. 클릭

35 클릭

34. Cursor 위치에서

35.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Menu 구현 (20)( )
 Override / Implement Methods 추가

37. 클릭

38 클릭38. 클릭



Menu 구현 (21)( )
■onPrepareOptionMenu() Method 구현

39 Coding39. Coding



Menu 구현 (22)(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40. 클릭

41 클릭41. 클릭

42. 클릭



Menu 구현 (23)( )
실행 결과

43. 클릭43. 클릭

44 클릭44. 클릭



Menu 구현 (24)( )

45. 실행 결과 확인

46. 클릭

Expanded menu



실습 I :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Android_Menu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같이 Text Color 메뉴의 SubMenu와 Menu Item 

Event Handler를 구현하시오.
SubMenu 구현

SubMenu Item Click Event Handler 구현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1)

■SubMenu 구현
 Group No 지정 Group No 지정

 Text Color Item No 지정

1. Coding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2)

 onCreateOptionMenu() Method 구현

2 C di2. Coding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3)

28. Coding
 id M th d 추가 override Method 추가

5. 클릭

4 클릭

3. Cursor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4.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4)

 Override / Implement Methods 추가

6. 클릭

7 클릭7. 클릭



Text Color 메뉴의 SubMenu 구현 (5)

 onOptionsItemSlected() Method 구현

Text Color > RED

Text Color > GREEN

Text Color > BLUEText Color > BLUE

8. Coding



실습 II : Text Style/ Text Size 메뉴의 SubMenu 구현

■Android_Menu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Text Style / Text Size 메뉴의 SubMenu와 Menu 

Item Event Handler를 구현하시오.
SubMenu 구현

SubMenu Item Click Event Handler 구현

Text Style 메뉴

Text Size 메뉴



Text Style/ Text Size 메뉴의 SubMenu 구현 (1)

■SubMenu 구현
 Text Style Item No / Text Size Item No 지정 Text Style Item No / Text Size Item No 지정

1 C di1. Coding



Text Style/ Text Size 메뉴의 SubMenu 구현 (2)

■onCreateOptionMenu() Method 구현

2. Coding



Text Style/ Text Size 메뉴의 SubMenu 구현 (2)

■onOptionsItemSlected() Method 구현
 Text Style Text Style 

Normal

Bold

 Italic

 Text Size 3. Coding

10 Pt

18 Pt

24 Pt24 Pt



실습 III : Context Menu 구현

■Android_Menu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같이 Text 배경색을 지정하는 Context Menu를 구현

하시오.

클릭 & Hold



Context Menu 구현 (1)( )

28. Coding■Context Menu 구현
 override Method 추가

onCreateContextMenu()

3. 클릭

2 클릭

1 Cursor 위치에서

2. 클릭

1. Cursor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ontext Menu 구현 (2)( )
 Override / Implement Methods 추가

4. 클릭

5 클릭5. 클릭



Context Menu 구현 (3)( )
■onCreateContextMenu() Method 구현

 T t 배경색 Text  배경색

RED

GREENGREEN

BLUE

6. Coding



Context Menu 구현 (4)( )

28. Coding Override Method 추가

onContextItemSelected()

9. 클릭

8 클릭

7. Cursor 위치에서

8.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ontext Menu 구현 (5)( )
 Override / Implement Methods 추가

10. 클릭

11 클릭11. 클릭



Context Menu 구현 (6)( )
■onContextItemSelected() Method 구현

 T t 배경색 Text  배경색

RED

GREENGREEN

BLUE

12. Coding



Context Menu 구현 (6)( )
실행 결과

13. 클릭 & Hold

14. 클릭



Context Menu 구현 (7)( )

15. 클릭

16. 실행 결과 확인



학습 요약

■Menu

■Options Menu

 Icon Menu Icon Menu

 Expanded Menu

■Context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