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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레니에! 효니! Dnes budem dávaî prednášku o 안드로이드 뷰페이지어 탭 레이아웃! 탭레이아웃 사 베즈네 나흐아자 v 카카오톡, 구글 플레이, atď, ktorý vyjadruje 카르투 메뉴 (예. 페이스 북, 구글 플레이 스토어, atď ...) zakaždým, keď Takže poďme zapnúî ans? 포 프베, 도보즈 'com.android.support:design:28.0.0' na Build.Gradle! 타이즈 vytvoriî 단편, ktoré 솜 비로빌 v 섀시! 시도 테스트 조각 : 조각 () { 프레피사에자자자자자부 나창조뷰 (나푸코바치: LayoutInflater, údržbár: ViewGroup?, 저장된인스턴스 상태: 번들?): 조브라지? { návrat infraštruktúry.infante (R.layout.fragment_test, 콘타즈너, 거짓) } } 아코 토토! activity_main v
&amp;?xml 버전 = 1.0 인코딩 = utf-8?&gt;Chcete 호 vytvoriîî takto? Potom prejdite na MainActivity a prejdite do triedy MainActivity: BaseActivity() { override var viewId: Int = R.layout.activity_main prepísať var toolbarId: Int? = R.id.toolbar súkromné lateinit var toast: Toast súkromné var backKeyPressedTime: Long = 200 súkromné var mViewPager: ViewPager? = null @SuppressLint (ShowToast) prepísať zábavu naVytvoriť() { showActionBar() mViewPager = findViewById (R.id.viewPager) mViewPager!!. &lt;LinearLayout xmlns:android= xmlns:app= xmlns:tools= android:id=@+id/main_content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orientation=vertical&gt; &lt;android.support.design.widget.AppBarLayout android:id=@+id/appba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gt; &lt;android.support.v7.widget.Toolbar android:id=@+id/toolba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attr/actionBarSize android:background=#03a9f4 app layout_scrollflags=스크롤 =enterAlways&gt;&lt;TextView 안드로이드:id=@+id/toolbar_tv 안드로이드:textsize=20sp 안드로이드:layout_width=wrap_content 안드로이드:layout_width
wrap_content=layout_height wrap_content 안드로이드:텍스트=@string/app_name 안드로이드:텍스트컬러=@android:색상/화이트&amp;&amp;lt;/TextView&gt; &lt;/android.support.v7.widget.Toolbar&gt; &amp; android.support.design.widget.tabLayout android:id=@+id/tabs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layout_height=wrap_content 앱:tabbackground=@android:color/white app:tabindicatorcolor=#c862ff 앱:tab선택텍스트컬러=#03a9f4&amp;d&amp;d.support.&lt;/android.support.design.widget.AppBarLayout&gt; &amp; lt;support.v4.view.ViewPager 안드로이드: id=@+id/viewPager 안드로이
드:layout_width=match_parent=layout_height=match_parent 안드로이드:fitssystem windows=진정한 앱:layout_behavior=@string/appbar_scrolling_view_behavior&amp;lt;/android.support.v4.view.View.View&gt; &lt;/LinearLayout&gt; adaptér = PagerAdapter (지원 단편관리자) mViewPager!!. 현재 항목 = 0 발 탭 레이아웃 =&amp;뷰&gt;findViewById (R.id.tabs) 탭 레이아웃 탭레이아웃.setupWithViewPager (mViewPager) tabLayout.getTabAt (0) !!. 텍스트 = 1 tabLayout.getTabAt (1) !!. = 2 탭레이아웃.getTabAt (2) !!. 텍스트 = 3 tabLayout.getTabAt (3) !!. 텍스트 = 4 mViewPager!!. 애드온페이지체인지라이터 (탭레이아
웃.TabLayoutOnPageChangeListener (탭 레이아웃)) tabLayout.addOnTab선택 청취자 (objekt: TabLayout.OnTab선택 청취자 {&amp;/뷰&gt; &amp;&amp;&amp;/뷰&gt; zábava onTabSelected (tab: TabLayout.Tab) = tab.select() prepísať zábavu naTabUnselected (tab: TabLayout.Tab) { } prepísať zábavu onTabReseected (tab: TabLayout.Tab) { } }) } prepísať zábavu onBackPressed() { if (System.currentTimeMillis() &gt; backKeyPressedTime + 500) { backKeyPressedTime = System.currentTimeMillis() toast.show() return } if (System.currentTimeMillis() &lt;= backkeypressedtime= += 500)= {= toast.cancel()=
this.finish()= }= }= inner= class= pageradapter(supportfragmentmanager:= fragmentmanager)= := fragmentstatepageradapter(supportfragmentmanager)= {= override= fun= getitem(position:= int):= fragment?= {= return= when= (position)= {= 0= -=&gt;TestFragment() 1 -&gt; TestFragment() 2 -&gt; TestFragment() 3 -&gt; TestFragment() else -&gt; null } } prepísať zábavu getCount(): Int = 4 } } } týmto spôsobom! PagerAdapter는 뷰페이서와 카드 레이아웃을 결합한 독사입니다! 조각을 상속상태페이지어적응기 및 부모 생성자 유형 조각 관리자를 호출! 그리고 getItem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getCount 메서드구현! 그러나
MainActivity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기본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가 기본 활동을 만들고 배포하고 제어합니다. BaseActivity 이러한 추상 클래스 BaseActivity: AppCompatActivity () { 개인 var 인스턴스: BaseActivity? = null 개인 var mToolbarHeight = 0 개인 var mAnymDuration = 0 개인 var mVaActionBar: ValueAnimator? = null 보호 추상적 인 var toolBarId: Int 보호 추상적 인 var toolBarid: Int? 보호된 추상 엔터테인먼트 온만들기() 재미를 다시 작성합니다(저장된인스턴스상태: 번들?) { super.onCreate (저장된인스턴스스테이트) 인스턴스 = 이 세트콘텐츠뷰(viewId) (툴바리드 != null) findViewById&amp;Toolbar&gt;(툴바리
드!)). 비행 { setSupportActionBar (it) 지원ActionBar?. setDisplayShowTileEnabled (거짓) } 에 만들기 () } 재미 hideActionBar () { 도구 바이드?. { val mToolbar = findViewById&amp;lt&amp;Toolbar&amp;gt;(툴바리드!) (mToolbarHeight == 0) mToolbarHeight = mToolbar.height =mToolbar.height.높이 (mVaActionBar!= null &amp; mVaActionBar!!. 실행 중) return@let mVaActionBar = ValueAnimator.of Int (mVaActionBar, mToolbar)를 참조하십시오. 0) mVaActionBar?. 추가업데이트 청취자 {ValueAnimator.AnimalUpdateListener { 애니티온 -&gt; mToolbar.layoutParams.height = 애니메이션.애니메이트값 Int
mToolbar.requestLayout () } mActionBar?. 추가 업데이트 청취자 {개체 : 애니마토르 청취자 적응자 () { 지원액션바?. 숨겨진() } } mVaActionBar!!. 지속 시간 = mAnymDuration.toLong () mVaActionBar?. 시작 () } } 재미있는 쇼액션바 () { 도구 바Id?. { 발 mToolbar = findViewById &amp; Toolbarid!)경우 (mVaActionBar != null &amp; mVaActionBar!!. 실행) return@let mVaActionBar = ValueAnimator.ofInt (0, mToolbarHeight) mVaActionBar?. 추가 업데이트 청취자 { ValueAnimator.AnimalUpdateListener { 애니메이션 -&amp;gt; mToolbar.layoutParams.height = Int mToolbar.requestLayout () } mActionBar?.
addUpdateListener { 개체 : 애니메이터 청취자 적응기 () { 애니메이션 엔드 (애니마시아 : 애니마토르?) 에 재미를 재정의? { 지원액션바?. 스크리타() } } mVaActionBar!!. 트바니 = mAnymDuration.toLong () mVaActionBar?. 시작 () } }&amp;lt;/Toolbar&gt; &amp;/Toolbar&gt; &amp;&amp;/Toolbar&gt; &lt;/=&gt; &amp;=&amp;&gt; &amp;=&gt;=&gt; zábava onOptionsItemSelected (položka: MenuItem): Boolean { when (item.itemId) { android. Túto vlastnosť môžete nastaviť aj programovo pomocou metódy R.id.home -&gt; finish() } return super.onOptionsItemSelected (položka) } // &lt;- 버튼= 누를= 시= 뒤로가기= }= 이런식
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강의할때= 자주= 보일테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제= 이= baseactivity를= 생성하게되면!= 에러가= 사라지고... 실행을= 하게되면?= 이렇게= 이쁘게= 생성된답니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밋밋하네요...= 다음시간부터는= 이= 내부를= 채울만한= 멋있는= 뷰부터= 서버= 연동= 등을= 배워볼거에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viewpager2는= viewpager= 라이브러리의= 개선된= 버전으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며= viewpager= 사용=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앱에서= viewpager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페이지에서= viewpager2로
= 이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현재= viewpager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앱에서= viewpager2를= 사용하려는= 경우= viewpager2로= 프래그먼트= 간= 슬라이드= 및= viewpager2를= 사용하여= 탭으로= 스와이프= 뷰= 만들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viewpager2로= 이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이전하는= 주된= 이유는= viewpager2는= 적극적인= 개발= 지원을= 받고= 있지만= viewpager는=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viewpager2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세로= 방향= 지원= viewpager2는= 기존= 가로= 페이징은= 물론= 세로= 페이징도= 지원합니다.= android:orientation=
속성을= 설정하여= viewpager2= 요소의= 세로= 페이징을= 사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gt;&lt;/-&gt; &lt;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 xmlns:android= android:id=@+id/pager android:orientation=vertical&gt;&lt;/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gt; setOrientation(). RTL stránkovanie sa automaticky zapne, ak je to možné, v závislosti od jazyka, ale môžete tiež manuálne povoliť RTL stránkovanie prvkov ViewPager2 nastavením android:layoutDirection vlastnosť. Môžete tiež programovo nastaviť túto vlastnosť pomocou setLayoutDirection() metóda. Upraviteľný fragment kolekcie ViewPager2
podporuje stránkovanie prostredníctvom reseedable fragment kolekcie, a keď sa zmení predvolená kolekcia, notifyDatasetChanged() sa nazýva aktualizovať používateľského zariadenia. To znamená, že aplikácia môže dynamicky upravovať fragment kolekcie &lt;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 xmlns:android= android:id=@+id/pager android:layoutdirection=rtl&gt;&lt;/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gt; v čase runtime a ViewPager2 správne zobrazí upravené kolekcie. DiffUtil ViewPager2 je postavený na základe RecyclerView, takže máte prístup k DiffUtil utility triedy. To poskytuje
niekoľko výhod, okrem iného, že zobrazeniePager2 objekty môžu využiť animácie zmeny množiny údajov v triede RecyclerView v predvolenom nastavení. Ak chcete aktualizovať objekt ViewPager pre aplikáciu na prenos aplikácie viewpager2, postupujte takto: Aktualizácia súboru rozloženia XML Najprv nahraďte prvok ViewPager v súbore rozloženia XML prvkom ViewPager2. &lt;!-- A ViewPager element --&gt; &lt;android.support.v4.view.ViewPager xmlns:android= android:id=@+id/page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gt;&lt;/android.support.v4.view.ViewPager&gt; &lt;!-- A ViewPager2 element --&gt; xmlns:android= id=@+id/page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안드로이
드:layout_height=match_parent&gt;&amp;lt;/androidx.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ViewPager2&gt;ViewPager2.view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Pager2&gt;;ViewPager2.View
ViewPager는 사용 사례에 따라 세 가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ViewPager2는 두 개의 추상 클래스만 사용합니다. ViewPager2 개체로 변환하는 각 ViewPager 개체에 대해 어댑터 클래스를 업데이트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추상 클래스를 확장합니다: 생성자 매개 변수 단편페이지어어댑터 또는 FragmentStatePagerAdapter에 의해 상속되는 조각 기반 어댑터 클래스에서 한 조각관리자 개체는 항상 생성자 매개 변수로 활성화됩니다. ViewPager2 어댑터 클래스에서 StateAdapter 조각을 풀면 생성자 매개 변수에 대한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cyclerView.어댑터에서 직접 상속된 뷰 기반 어댑터 클래스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댑터 클래스에서 덮어써야 하는 ViewPager2의 재정의 방법도 다른. 재정의는 항목 카운트 ()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 카운트 (). 이 메서드는 이름만 변경합니다. 조각 기반 어댑터 클래스는 getItem()대신 조각모음()을 재정의합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 createFragment() 메서드가 항상 재사용 인스턴스가 아닌 조각의 새 인스턴스를 제공한다는 문을 만듭니다. 참고 DiffUtil 유틸리티 클래스는 주로 ID를 기반으로 항목을 식별합니다. ViewPager2로 변경할 수 있는 컬렉션을 페이징하는 경우 getItemId()를 재정의하고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getPageWidth() 메서드는 ViewPager2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ViewPager를 사용하여 인접한 페이지를 미리 보는 getPageWidth()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 응용 프로그램에 설명된 대로 RecyclerView에서 clipToPadding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ViewPager2와 함께 사용할 ViewPager 어댑터 클래스를 변환하려면 다음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각을 통해 페이징하는 경우 보기 또는 FragmentStateAdapter를 통해 페이징할 때 슈퍼클래스를 RecyclerView.Adjuster로 변경합니다. 조각 기반 어댑터 클래스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재정의는 항목 카운트 ()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 카운트 (). 조각 기반 어댑터 클래스는 getItem()대신 조각모음()을 재정의합니다. ScreenSlidePager Adapter
(fm : 조각 관리자)를 통해 페이징을위한 간단한 뷰 페이서어 클래스 (fm : 조각 주호출기) { 재차 재봉 (fm) { 재구매 재미 getCount (): int = NUM_PAGES 재정의하는 엔터테인먼트 getItem항목 (위치 : Int): 조각 = ScreenSlidePageFragment () } } / 동등한 보기 어댑터 클래스Pager 2 클래스 ScreenSlidePagerAdapter (fa: 조각 활동) : 조각 상태 적응기 (fa) { 재정의하는 엔터테인먼트 getItemCount (): Int = NUM_PAGES 재정의하는 엔터테인먼트 생성 단편 (위치: Int): 조각 = 스크린 슬라이드 페이지 조각 (} } } // 공공 클래스 조각을 통해 페이징에 대 한 간단한 뷰페이어 클래스 어댑터 ScreenSlidePagerAdapter 확장
FragmentStatePagerAdapter { 공개 스크린 슬라이드 페이지어 적응기 (조각 관리자 fm) { 슈퍼 (fm); } @Override 공공 조각 getItem (int 위치) { 반환 새로운 ScreenSlidePageFragment (); } @Override 공공 int getCount () { 반환 NUM_PAGES; } / 동등한 뷰페이저 어댑터 2 클래스 개인 클래스 ScreenSlidePagerAdapter 확장 단편 상태 적응기 { 공공 스크린 슬라이드 Pager adapter (조각 활성 fa) { 슈퍼 (fa); } @Override 공공 조각 만들기 조각 (int 위치) { 새로운 ScreenSlidePageFragment () {@Override 공개 int getItemCount () { 반환 NUM_PAGES; } 탭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리팩터링 ViewPager2탭레이아웃 통합이 변경되었습니다. 탭
레이아웃 개체가 있는 ViewPager를 사용하여 탐색을 위한 가로 탭을 표시하는 경우 TabLayout 개체를 다시 팩터링하여 ViewPager2와 통합해야 합니다. TabLayoutView는 ViewPager2에서 분리되었으며 이제 재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이 요소를 사용하려는 경우 build.gradle 파일에 적절한 종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가져오기에서 패널아유트 요소의 위치도 변경해야 합니다. XML 로즐로제니 슈보루 계층. V ViewPager, TabLayout prvok je deklarovaný ako podradený prvku ViewPager, ale v ViewPager2, TabLayout prvok je deklarovaný na rovnakej úrovni tesne nad ViewPager2 prvok. &amp;!-- 탭레이아웃과 뷰페이어 요
소 -&gt; &amp; 안드로이드x.viewpager.widget.ViewPager xmlns:android= id=@+id/page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안 드 로이드:layout_height=match_parent&gt; &lt.com.google.android.material.tabs.tablayout android:id=@+id/tab_layout 안드로이드:layout_width=match_parent=layout_height=wrap_content&gt;&amp;lt;/com.android.android.android.material.tablayout&gt; &lt;/androidx.viewpager.widget.ViewPager&amp;;lt !--;d&gt;d&gt;b&gt;b&gt;d&amp;b xmlns:android= layout_width=match_parent 안드로이드:layout_height=match_parent 안 드 로이드:오리엔테이션=수직&gt; 마지막으로, 당신은 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lt;com.google.android.material.tabs.tablayout android layout_width:id=@+id/tab_layout.tabs.tabLayout android:layout_height match_parent=wrap_content&amp;gt;;t;t;t;;t&gt;&lt;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 android:id=@+id/page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안드로이드:layout_height=0dp android:layout_weight=1&gt;&amp;lt;&amp;;/androidx.viewpager2.widget.viewPager2;gt; 뷰페이지어 개체에 탭 레이아웃 개체를 연결합니다. TabLayout은 자체 설정을 사용하여 ViewPager() 메서드를 사용하여 ViewPager와 통합하지만 TabLayoutMediator 인스턴스가 ViewPager2와 통합되
어야 합니다. 탭레이아웃중재자 개체는 탭레이아웃 개체에 대한 페이지 이름 생성도 처리합니다. 따라서 어댑터 클래스는 getPageTitle()를 재정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뷰페이어 클래스 컬렉션데모단편과 탭레이아웃 통합: 조각() { ... 엔터테인먼트 를 오버쓰기 OnViewCreated (보기: 보기, 저장된인스턴스 상태: 번들?) { 발 탭레이아웃 = view.findViewById (R.id.tab_layout) tabLayout.setupWithViewPager (뷰페이저) } } } 데모컬렉션페이지어어 클래스 (fm: 조각 관리자) : FragmentStatePagerAdapter (fm) { 재라이드 엔터테인먼트 getCount (: Int = 4 재정의 엔터테인먼트 getPageTitle (위치: Int): Charsequence { 반환 개체 ${(위치 + 1)} } } }
/ ViewPager2 클래스 컬렉션데모 단편분석과 통합 탭 레이아웃 : 조각 ({ ) ... 엔터테인먼트 를 오버쓰기 OnViewCreated (보기: 보기, 저장된인스턴스 상태: 번들?) { val tabLayout = view.findViewById (R.id.tab_layout) 탭레이아웃Mediato (탭 레이아웃, 뷰페이서) { 탭, 위치 -&gt; tab.text = 개체 ${(위치 + 1)} }}}}}}}}}}}}}}}}}}}}} 뷰페이어 공공 클래스 컬렉션데모조각과 탭레이아웃을 통합하면 조각 {... @Override 공개 무효 @NonNull (보기 보기, @Nullable 번들 저장된 인스턴스상태) { 탭레이아웃 탭레이아웃 = view.findViewById (R.id.tab_layout); tabLayout.setupWithViewPager (viewPager); } } } 공공 클래스 데모 컬렉션Pager Adapter 확장
FragmentStatePagerAdapter { @Override 공공 getCount () { 반환 4; } @Override Charsequence getPageTitle (int 위치) { 반환 개체 + (위치 + 1); } } 뷰페이지르2 공공 클래스 컬렉션데모단편과 탭레이아웃 통합: {...@Override 공개 무효 (@NonNull 보기, @Nullable 볼륨 저장된인스턴스상태) { 탭레이아웃 탭레이아웃 = 보기.findViewById (R.id.tab_layout); 새로운 탭레이아웃미디어터(탭레이아웃, 뷰페이저, (탭 레이아웃, 뷰페이저, (탭, 위치) -&gt; tab.setText텍스트(개체 + 위치 +1}}}} 기본적으로 스크롤 보기와 이 스크롤 뷰가 포함된 ViewPager2 개체가 동일한 방향에 있는 경우 ViewPager2는 인라인 스크롤 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를 들어 ViewPager2 개체의 세로 스크롤 보기에서는 스크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지원하려면 동일한 방향을 가진 ViewPager2 개체 내에서 중첩된 요소 스크롤을 예상하는 경우 요청DisallowInterceptTouchEvent() 개체 ViewPager2를 호출해야 합니다. ViewPager2 중첩 스크롤 미리 보기는 다목적 사용자 지정 스킨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 주습니다. 추가 리소스에 대한 viewpager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추가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샘플 비디오 뒤집기: ViewPager2로 이동 (안드로이드 개발 정상 회담 '19)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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