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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k- build android ndk app_platform not set

당신은 안드로이드 NDK 빌드를 실행할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NDK를 실행할 때: 경고 : APP_PLATFORM 안드로이드 X는 안드로이드보다 더 크다 :minSdkVersion X에 ./AndroidManifest.xml 아래 의 예 (X 대신 버전 번호) 안드로이드 NDK : 경고 : APP_PLATFORM 안드로이드 - 19는 안드로이드보다 더 큰 입니다 ./Android매니페스트 3에 ./Android매니페스트.xml는 현재 더 큰 버전의 플랫폼보다 더 큰 버전입니다. 사실, 경고 문구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나 두려움 ...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열고 에 표시된 버전으로 부품 버전을 변경 &lt;사용-sdk 안드로이드:minsdkversion=3&gt;&amp;&amp;&amp;&amp;&amp;;&amp;;&amp;;&amp;d-use-sdk&gt;&amp;lt;용도-sdk-sdk&amp;d;&amp;d-용도-sdk-sdk+;minsdkversion=19&gt;lt;/use-sdk&gt;;&amp;d; cmda错@丟: PS D:\whx\AndroidStudioProject\VolumeII\Sample8_4\src\main\jni&gt; ndk-build Android NDK: 설정되지 APP_PLATFORM. 최소 지원 안드로이드-14 버
전에 대한 표준. 안드로이드 NDK : 경고 : APP_PLATFORM 안드로이드 - 14는 안드로이드보다 큽니다 : D : / whx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 볼륨 II / Sample8_4 / src / 메인 /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minSdkVersion 1. NDK*no* 바이너리는 안드로이드-14보다 오래된 장치와 경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ter/docs/user/common_problems.md 참조하십시오. 안드로이드 NDK : NDK 응용 프로그램 '로컬'대상 알 수없는 ABI (의) : 모든 // 鎸囨槑缂栬瘧鍜岃皟璇曠殑CPU鏋舵瀯
안드로이드 NDK APP_ABI : D : / whx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 VolumeII / Sample8_4 / src / 메인 / jni / application.mk D :/개발 / 도구 / 안드로이드 - ndk-r16b / 빌드 / ... /build/core/setup-app.mk:75: *** 안드로이드 NDK: 중단. Stop.PS D:\whx\AndroidStudioProject\VolumeII\Sample8_4\src\main\jni&gt; ndk-build Android NDK: APP_PLATFORM 설정되지 않음. 최소 지원 안드로이드-14 버전에 대한 표준. 안드로이드 NDK : 경고 : APP_PLATFORM 안드로이드 - 14는 안드로
이드보다 큽니다 : D : / whx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 볼륨 II / Sample8_4 / src / 메인 /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minSdkVersion 1. NDK*no* 바이너리는 안드로이드-14보다 오래된 장치와 경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ter/docs/user/common_problems.md 참조하십시오. NDK1을 구축하는 2 가지 방법. ndk-build를 사용하는 방법 - 전통적인 편집 도구 키트 - 나는 집에서 일식과 ndk 프로젝트를 구축 항아리 파일 및 그래서 파일을 구축하고 배포, 나는 안드로이드 Studio.2에서 같
은 방식으로 항아리 파일과 그래서 파일을 만들기 위해이 게시물을 게시하기 시작했다.2.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 빌드 도구인 cmake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하지 않고 다음 단추를 클릭하려면 C++ 지원이 포함됩니다. 코드 &gt; &gt;NDK를 작성한 후, 우리는 단순히 동작을 테스트한 다음 시간 활동을 선택합니다. 현재 HelloNDK 프로젝트는 두 개의 응용 프로그램 모듈과 라이브러리, 헬로 모듈로 나뉩니다. oApp.The Hello 모듈은 메인 폴더 src &gt;gt;에서 jni 폴더를 생성
하며, Android.mk, Application.mk, h 및 cpp.ndk 설치케이크 그리드와 같은 관련 파일 c/C++를 생성하는 경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는 외부 건물 도구입니다. NDK 시공을 사용하려면 이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LLDB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네이티브 코드를 디버깅하는 데 사용하는 디버거. Android NDK에서 C 및 C++ 코드를 지원하고 기본 활동을 관리하고 센서 및 터치 입력과 같은 물리적 장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ToolbarTools &gt;
Android &gt; SDK 선택하여 아래의 탭에서 3가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javah, ndk-build 환경설정File &gt; Settings &gt; Tools &gt; External Tools 에서 javah, NDK-build, NDK-build clean 3가지 툴을 만들어줍니다.javah 란?javah 명령어는 네이티브 메소드를 C 헤더 파일과 C 소스파일로 구현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JDKPath$\bin\javah.exe-classpath $Classpath$ -v -jni $FileClass$$ProjectFileDir$\라이브러리명\src\main\jnindk-build.cmd$ProjectFileDir$\hello\src\mainndk-
build.cmdclean$ProjectFileDir$\hello\src\mainndk 메인 클래스 생성hello &gt; main &gt; java &gt; com.sample.hello 패키지 오른쪽 클릭 &gt; New &gt; Java Class 생성HelloTest.java Source Code Java 파일 오른쪽 클릭 &gt; NDK &gt; javahello ( javah 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고있어서 .. ) 클릭현재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는 메세지가 출력된다.프로젝트 빌드 후에 다시 실행하면 헤더 파일을 생성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헤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com_sample_hello_HelloTest.h Source Code , jint 등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면 아직 sdk를 못불러와서 읽을수 없는 상태이다. (Mesmo neste estado, você pode criar arquivos assim e jar para funcionar.) Mais tarde, se você criar um arquivo CPP e criar &gt; Atualizar Projetos C++ ou Gradle Sync, o link será rematched.android.mk criação de arquivoS &gt; principal &gt; pasta jni clique com o botão direito do mouse &gt; arquivo CreationAndroid.mk do Novo &gt;.
Android.mk gera uma fonte Code arquivo da fonte. Comando DE FPU de hardware para dispositivos baseados em ARMv7 APP_ABI := armeabi-v7aARMv8 AArch64 APP_ABI := arm64-v8aIA-32 APP_ABI := x86Intel64 APP_ABI := x86_x64MIPS32 APP_ABI:= mipsMIPS64 APP_ABI := mips64 Todos os conjuntos de comando suportados APP_ABI := Você pode colocar vários valores em uma linha e especificar vários valores separados por espaços APP_ABI :=
armeabi armeabi-v7a x86Application.mk Configurações de Code de origemGradle deve fornecer um caminho de arquivo de script CMake ou ndk-build para vincular à biblioteca nativa. Gradle também usa scripts de compilação para descobrir quais arquivos importar para o projeto Android Android.mk Application.mk Android.mk Studio &gt;. Clique em Gradle mudar de CMake para ndk-build Select gerado Android.mk arquivo criado automaticamente em build.&gt;
&gt; gradle no módulo Hello. Você não tem que combinar o nome com o arquivo de cabeçalho. HelloTest.cpp fonte Code .então criação de arquivocriado as.com um arquivo de frasco por um modelo exportarJar. Há uma guia chamada arquivo Hello porque você fará da biblioteca hello um arquivo de jarra.jar depois de clicar na guia:clique duas vezes olá &gt; outros &gt; exportJar. É por isso que o aplicativo principal cria código relacionado ao NDK e cria um
arquivo Jar.jar, que se liga ao arquivo Jar até classes desnecessárias.jar como MainActivity. &gt; src &gt; principal para criar a pasta jniLibs para colocar o arquivo. 이것은 부동 토스트의 간단한 예입니다.10 20 에 의해 출력 보고 10.18.07.09 집행 프로세스 C 동안 안 드 로이드 Studioeror 업데이트 후 문제:\사용자\USER\APPData\로컬\안 드 로이드\Sdkk-bundlek-build.cmd 응용 프로그램 {NDK_PROJECT_PATH =null APP_BUILD_SCRIPT=D:\작업 공간\안 드 로이드
\MediaShell4\TMS4WebServerTest\tms4webserver\src\jni\Android.mk NDK_APPLICATION_MK=D:\작업 공간\안 드 로이드\MediaShell4\TMS4WebServerTest\t ms4webserver\src\main\jni\application .mk APP_ABI=armeabi NDK_ALL_ABIS=armeabi NDK_DEBUG=1 APP_PLATFORM=android-15 NDK_OUT=D:/작업 공간/안 드 로이드/MediaShell4/TMS4WebServerTest/tms4webserver/빌드/빌드/빌드/중간 / ndkBuild / 디버그 / obj NDK_LIBS_OUT =D:\2 작업 공간\안드
로이드 \MediaShell4\TMS4WebServerTest\tms4webserver\빌드\중간sdkBuild\debug\lib APP_SHORT_COMMANDS=거짓 LOCAL_SHORT_COMMANDS=거짓 -B-n}안드로이드 NDK : 내부 오류 : ABI 군대는 정확히 하나의 아키텍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발견: '' process_begin: CreateProcess (NULL, ‧ ‧ )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를 떠났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한 스튜디오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동일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건물을 공유하고 싶다. 이를 수정하려면 그라데이션을 업데이트하고 armeabi.gradle-error.property 로드 버전.distributionUrl=https\://services.gradle.org/distribution/gradle-4.4-all.zip build.gradle에서 gradle 버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gradle에서 'com.android.tools.build:gradle:3.3' [라이브러리]/build.build.gradle 환경 전류컴파일SdkVersion 27BuildToolsVersion '27.0.3'/task jartask exportJar로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유형: 복사) {에서 {('빌드/중간/번들/디버그/') ('클래
스.jar') ////이름을 지정하려는 이름('클래스.jar 'TMS4WebServer.jar')}exportJar.supportsOn (deleteOldJar, 건설) 기존 수출자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업 OneJar (유형 : 항아리) {에서 {('빌드 / 중간 / 클래스 / 릴리스 /') {삭제 '**안드로이드 / '**/ 빌드Config.class' 삭제 '**/R*.class' 삭제 '**/.class R**.class' }재이름 자르 (유형: 복사) {에서 ('빌드/libs') ('빌드/libs') ('libs/') ('libs/') ('libs/') ('libs/') ('tms4.jar', ''tms',').jar 'TMS4WebServer.jar')}내보내기Jar, NameJar.어셈블리 빌드로 변경. (디버그 데
퍼마운트를 테스트할 때 어셈블디버그로 전환하고 빌드/중간/클래스/디퍼그(depurg)로 전환합니다.) 삭제를 제외한 원하는 클래스만 항아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meJar를 실행하는 경우 [라이브러리]/libs에서 원하는 Jar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ndk 빌드 명령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생합니다.ndk-build.cmdAndroid NDK: 정의되지 APP_PLATFORM. 최소 지원 안드로이드-14 버전에 대한 표준. 안드로이드 NDK : 경고 : APP_PLATFORM 안드로이드 - 14는 안드로이드보다 큽니다 :
minSdkVersion 1에 ./AndroidManifest.xml. NDK * 아니오 * 바이너리는 안드로이드 -14보다 오래된 장치와 호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ter/docs/user/common_problems.md 참조하세요. C:/사용자/KIM/AppData/로컬/안드로이드/Sdk/ndk-번들/빌드/.. /build/core/setup-app.mk:79: *** 안드로이드 NDK: 중단. Stop.Android NDK: ABI 아미나비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르메아비 v7a를 사용하십시오. 안드로이드 NDK : NDK 응용 프로그램 '로컬'대상 알 수없는 ABI (의) : armeabi 안드
로이드 NDK : 멋진 수정하십시오 APP_ABI 설정 ./jni/application.mk 프로세스는 armeabi APP_ABI 제거하기 위해 2application.mk 파일로 종료 := armeabi-v7a x86 그리고 다시 ndk 빌드 따라서 armeabi를 제외한 플랫폼의 나머지 부분에 대 한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2페이지 포스트짦 개발 기간 동안 지능형 관광 앱 공모전 에서 개발된 내용을 재구성하고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검색하려고 하면 상당한 지연이 있으며 2 개 이상에서 최적화해야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게시물 ...) 복구
된 결과를 다른 활동이나 조각으로 전달하려면 콜백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RecyclerView란 무엇입니까? ListView라는 findViewById() 초기 UI를 수정할 때마다. 그것은 매우 무거운 작업으로,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ViewHolder와 무거운 UI 작업을 피하고있다. 성능은 ListView와 동일하지만 RecyclerView는 뷰 홀더 패턴을 강제로 수행했습니다. 나는 RecyclerView에 대한 더 많은 개념을 이해하고 샘플을 작성하고 싶지만 Google 가이드는 너무 좋습니다. ��육 /자료 / 목록 카드.html?
hl=en #CardViewRecyclerView 위젯은 ListView의 더 개선되고 유연한 버전입니다. 이 위젯은 제한된 수의 뷰를 유지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스크롤할 수 있는 큰 데이터 집합을 표시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사용자 작업 또는 네트워크 이벤트에 따라 런타임에 요소를 변경하는 데이터 컬렉션이 있는 경우RecyclerView 위젯을 사용합니다. RecyclerView 클래스는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 대규모 데이터 집합의 표시 및 처리를 단순화합니다. 항목 제거 및 추가와 같은 일반적인 항목 작업에 대한 기본 애니메이션
항목을 배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RecyclerView 위젯에 대한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관리자 및 애니메이션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 RecycleView 위젯. RecyclerView 위젯을 사용하려면 어댑터 및 레이아웃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어댑터를 만들려면 EncyclerView.어댑터 클래스를 확장합니다. 구현 세부 정보는 데이터 집합의 사양 및 시각화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 - RecyclerView를 사용하여 목록.layout 관리자는 RecyclerView 내에 항목 보
기를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더 이상 볼 수 없는 항목의 미리 보기를 다시 사용할 시기를 결정합니다. 뷰를 다시 사용(또는 재활용)하려면 레이아웃 관리자는 어댑터에 뷰의 내용을 데이터 집합의 다른 요소로 대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재활용하면 불필요한 시각화를 만들거나 리소스소모findViewById(이미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RecyclerView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제공 레이아웃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클래스를
확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성이 있는 RecyclerView 메서드를 !-- 사용합니다.&gt; &lt;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 안드로이드:id=@+id/my_recycler_view 안드로이드:스크롤바=수직 안드로이드:layout_width match_parent match_parent:layout_height
match_parent=match_parent&gt;&amp;lt;/android.support.v7.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widget.rView&amp;
재활용 레이아웃에 RecyclerView 위젯을 추가한 후 개체 핸들을 얻고 레이아웃 관리자에 연결합니다. 및 display.public 클래스 MyActivity에 대한 데이터에 어댑터를 첨부하여 활동 {프라이빗 리사이클어뷰 mRecyclerView; 개인 RecyclerView.어댑터 mAdapter; private RecyclerView.layoutManager mLayoutManager;@Override 빈 보호 된 인 만들기 (번들 저장된인스턴스 상태) { 슈퍼를 확장합니다. super.onCreate (저장된 인스턴스)상태); setContentView (R.layout.my_activity);
mRecyclerView = (재활용) findViewById (R.id.my_recycler_view);// 콘텐츠의 변경 내용이 설정된 레이아웃 Ra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이 세트를 사용합니다. 사이클러뷰하스고정크기(true);// 리니어 레이아웃 관리자 mLayoutManager = 새로운 선형 레이아웃 관리자(이); mRecyclerView.setLayoutManager(mLayoutManager);/////특정 어댑터(다음 예 참조) mAdapter = 새 mRecyclerView.setAdapter (mAdapter); } ...} 어댑터는 데이터 집합의 항목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항목 보기를 만들고, 일부 시각화의 콘텐츠를 원래 항목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새 데이터 항목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위젯.public class MyAdapter 익스텐더 RecyclerView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문자열 배열 집합의 간단한 구현을 보여 주며, 각 데이터 항목 // 복잡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시각화에 대한 참조를 약속합니다. // 공개 정적 클래스 뷰홀더 뷰 홀더의 데이터 항목의 모든 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amp;MyAdapter.ViewHolder&gt;
RecyclerView.ViewHolder {// 각 데이터 항목은 이 경우 공개 텍스트뷰 mTextView의 시퀀스일 뿐입니다. 공개 뷰어 (TextView v) 슈퍼 (v); mTextView = v 적합한 컨트롤러 (데이터 세트 유형에 따라 다름) 공개 MyAdapter (문자열[] myDataset) { mDataset = myDataset; } 새로운 보기(레이아웃 관리자에 의해 청구됨) @Override 공개 MyAdapter.ViewHolder (뷰그룹 부모, int 뷰타입) { // 새 보기 v = layoutInflater.from (parent.getContext()) .infante (R.layout.my_text_view, 부모, 거짓); // 설정
보기 크기, 여백, 패독 및 레이아웃 매개 변수 ... 뷰 홀더 vh = 새로운 뷰 홀더 (v); vh 반환; }// 뷰의 내용을 교체(레이아웃 관리자에 의해 청구 @Override됨) 빈빈뷰홀더(지원 지원 보기, int 위치) {// - 이 위치에서 데이터 집합의 요소를 가져옵니다// - 요소의 해당 홀더로 보기의 내용을 대체합니다.mTextView.setText(mDataset[위치]);} 데이터 세트의 크기를 반환 (레이아웃 관리자에 의해 청구) @Override int getItemCount () { mDataset.길이 반환; }} TMap 검색 APIMap 연 동해는 competition.com 사
용해야하지만 다른 Open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를 지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CustomEditText를 만들고 구현해야 합니다. RecyclerView 생성의 샘플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RecycleView.LayoutManager 레이아웃 관리자 = 새로운 선형 레이아웃 관리자 (이); 어댑터 = 새로운 재활용 적응기 (); recycleView.setLayoutManager (레이아웃 관리자); encyclerView.setAdapter (어댑터); 어댑터.setCallback (이); Adpater 생성의 샘플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공공 클래스 재활용 뷰 어댑터 익
스텐더 재활용보기.어댑터 {&amp;재활용보기.ViewHolder&gt;개인 어레이리스트&amp;서치엔티티&gt; 항목 = 새로운 어레이리스트 &amp; &gt; (); 개인 재활용 리저뷰어댑터콜백 콜 백; 정적 공공 클래스 CustomViewHolder는 RecyclerView.ViewEr { 텍스트 제목 텍스트뷰뷰추가; 공개 사용자 정의 뷰 홀더 (항목보기) { 슈퍼 (항목보기) = (텍스트뷰) 항목뷰비드 (R.id.tv_title 텍스트뷰) (R.id.tv_address); } } } } } } } } @Override 공개 TracyclerView.ViewHolder 에 .ViewHolder (부모 보기), int 뷰타
입) { View = layoutInflater.from (parent.getContext()유아 R.layout.list_item 및 부모, 거짓); 새로운 사용자 정의뷰 홀더 (표시); } @Override 빈 공개 (재활용보기.뷰 홀더, int 위치) { intint final&amp;/SearchEntity&gt; &amp;&amp;/RecyclerView.ViewHolder&gt; &lt;/MyAdapter.ViewHolder&gt; = 위치; (사용자 지정 뷰 홀더 인스턴스) { 사용자 지정뷰 홀더 뷰 홀더 = (사용자 정의뷰 홀더) 홀더; ViewHolder.title.setText (itemLists.get(0).getTile());
viewHolder.address.setText(itemLists.getAddress(0.getAddress();view Holder.setView.setOnClickListener(새 보기.OnClickListener() {@Override 공개 무효 noClick (보기 v) {callback.showToast(항목 위치); } @Override 공개 항목}} 필터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고 0.5 이후 작동하는 스레드를 만듭니다. 텍스트 변경 후 지체없이 호출되면 매우 느립니다. 별도의 와이어에서 작동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마치 하나의 와이어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공개 보이드 필터(문자열 키워드) {if
(키워드.길이() &gt;= 2) { 시도 { 자동완성파르스 파서 = 새로운 자동완성파제(이); itemLists.addAll(파서.실행(키워드).get);} 캐치(중단예외)} {e.print TackTrace(; } { e.print__ 공공 클래스 AutoCompleteParse는 AsyncTask &gt; { TMAP_API_KEY 개인 끝 &amp; 문자열, 무효, =gt;&gt;&amp;&amp;&amp;d 문자열, &gt; &amp; SearchEntity&gt;de 문자열 = 자신의 TMAP API 키; 개인 엔드 인트 SEARCH_COUNT = 20; // 최소는 20&amp;SearchEntity&amp;gt; 어레이리스트 mList 개인 재
활용 어댑터 mAdapter; 공개 자동 완성자 (재활용보기 적응제 어댑터) { este.mAdapter = 어댑터; mListData = 새로운 어레이리스트 (); } @Override&amp;SearchEntity&gt;보호 배열 목록&amp;SearchEntity&gt; doInBackground (문자열... 워드) { 반환 getAutoComplete (word[0]); } @Override 사후 실행 (배열 목록 &amp; 검색 엔티티 &gt; 자동 완성 항목) { mAdapter.setData (자동 완성) Itims에서 비어 보호); mAdapter.notifyDataSet변경(); } 공개 배열 목록 &amp; 검색 엔티티 &gt;
getAuComptolete (문자열 단어){ 시도 { 문자열 코드 워드 = URLEncoder.enter (단어, UTF-8); URL acUrl = 새로운 URL ( + 카운트 = + SEARCH_COUNT + &amp; 페이지 =&amp;reqCoordType =&amp;+ 검색 키워드= + 인코드워드 + &amp; 콜백=&amp;지역LLCode=&amp;searchtypCd=&amp;searchtype=&amp;searchType=&amp;resCoordType=&amp;resCoordType=WGS84 httpURL연결 = acConn (httpURL연결)acUrl.openConnection(); acConn.setRequestProperty (수
락, 응용 프로그램/json); acConn.setRequestProperty (앱키, TMAP_API_KEY); 버퍼링리더 = 새 버퍼링리더(새 입력스트림리더(acConn.getInputStream(acConn.getInputStream)); 문자열 라인 = reader.readLine(); (라인 == null){ mListData.clear(); 반환 mListData; } reader.close(); mListData.clear (); TMapSearchInfo 검색포이포이포 = 새로운 Gson ().에서 Json (라인, TMapSearchInfo.class); ArrayList&amp;Poi&gt; poi = searchPoiInfo.getSearchPoiInfo ().getPois ();getPoi
();getPoi (); for (int i =0; &amp; poi.size (); i++){ 문자열 풀애더 = poi.get (i).getUpperAddrName () + + + + mListData.add (새로운 검색 엔티티 (poi.get (i).getName (), 풀 애더)); } }캐치 (IO예외 e){ e.printStackTrace (); } 반환 mListData; } } 사진=기트허브.com/페니아/SearchView 페이지 poi.size();=i++)==[]]]=풀래더=poi.get(i).getUpperAddrName() +==
=========================================================================================================================================================================================================================================================================i).getdetailaddrname();= mlistdata.add(new= 검색엔티(poi.get(i)=풀래
더)=}=}=}=}=}=}=}.com=}=}=}=##################################################################################################################################################################################################################################################################### i +++){문자열 풀애더 = poi.get (i).getUpperAddrName () + poi.get (i).getMiddleAddrName () + poi.get
(i).getLowerAddrName () + poi.get (i).getDetailAddrName (i).getDetailAddrName (i));mListData.add(poi.getr)) 캐치 (IO예외 e){ e.printStackTrace (); } 반환 mListData; } } s ��니아/SearchView 페이지 &gt; i&amp;/Poi&gt; &amp;/SearchEntity&gt; &amp;/SearchEntity&gt; &amp; lt;/SearchEntity&gt; lt;/SearchEntity&gt; &lt;/SearchEntity&gt;&lt;/SearchEntity&gt; &lt;/SearchEntity&amp;&amp;&amp;&amp;&amp;&amp;/SearchEntity&amp;gt; &lt;/SearchEntity&amp;gt;
&lt;/SearchEntity&gt; &lt;/SearchEntity&amp;&amp;&amp;&amp;&amp;&amp;&amp;&amp;/SearchEntity&amp;gt; &amp;/SearchEntity&amp;gt; &lt;/SearchEntity&amp;gt; &lt;/SearchEntity&amp;gt; &lt;/SearchEntity&amp;&amp;&amp;&amp;&amp;&amp;&amp;&amp;&amp;&amp;/SearchEntity&amp;&amp;&amp;&amp;&amp;&amp;&amp;&amp;/SearchEntity&amp;&amp;&amp (조각을 사용하여 탭을 만든 다음 MVP 패턴을 사용하여 탭레이아웃, 뷰패서 및 조각을 사용하여
탭을 만듭니다. Presinter 모델 보기- 모델에서 보기를 퍼레이드하고 Presinter는 중간체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쉽게 단위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프레스터는 1:1과 호환됩니다. 모델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esinter에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기 실제 보기에 액세스하고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입니다. 샘플 만듭니다(Google MVP 예제). 공용 인터페이스 베이스뷰&amp;T&gt; { 빈 세트발표자(T-페이스터); 빈 쇼토스트(문자열 텍스트); }
기본 발표자 창조기본선.java 공개 인터페이스 베이스 발표자 { } 연락처 세대레스토랑Contrat.javaContrat는 Presinter에 보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Presinter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Base가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리소스를 상속하고 각 조각에 대한 Presinter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해당 베이스를 상속하여 각 리소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공개 인터페이스 레스토랑계약 { 뷰 인터페이스는 BaseView {&amp;Presenter&gt; } 프레스터 인터페이스를 확장기본 표시자 {빈 클릭액
션(} 익스피리언스임플이 있는 프리넷 클래스는 레스트라란트 발표자임플.자바콘트라트.발표자를 생성했습니다. 샘플에서 buttonClickAction 메서드는 실제로 모델과 연결된 논리를 실행합니다. 공공 클래스 레스토랑PresinterImpl 수입 레스토랑 Contratact.Presinter{ 개인 최종 레스토랑 콘트레팅.View mRestaurantContratView; 공공 레스토랑 프레스인터임플 (RestaurantContrat.View RestaurantContratView) { mRestaurantContratView = 레스토랑 콘트레트뷰 =
mRestaurantContract.setPresenter(este); } @Override 공개 무효 버튼클릭액션() {mRestaurantContract.ShowToast}} 조각 생성레스토랑탭조각.자바조각은 계약을 경험하는 뷰 클래스입니다. 각 탭에 대해 다른 조각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논리가 Presinter에서 실행되고 마지막에 showToast를 호출하면 조각이 대체 된 ShowToast를 실행하는 동안 알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RestaurantTabFragment 공공 클래스는 레스토랑계약의 수입을 확장합니다.보기 조각{ 개인 정적 최종 문자열 태그 =
KJH; 개인 레스토랑계약.발표자 mPresanter; 개인 텍스트뷰 mTextView; 개인 버튼 mButton; 공개 레스토랑TabFragment() { 공개 정적 레스토랑TabFragment() { newRestaurantTabFragment() { newRestaurantTabFragment() 입력 : @Nullable @Override 공개 보기 (레이아웃Inflater 인프라), @Nullable 뷰 그룹은 포함, 번들 저장인스턴스 상태) { 보기 루트 = deflater.infante (R.layout.restaurant_frag, 포함, 거짓); mTextView = (텍스트뷰) 루트.findViewById (R.id.text_sample); mButton
= (버튼) root.findViewById (R.id.btn_sample); mButton.setOnClickListener (새로운 보기.OnClickListener() {@Override 공개 무효 (보기 v) { mPresenter.buttonClickAction (); } }); 루트 반환; } 공공 무효 의 @Override 세트 (레스토랑 콘트라액트.발표자) { mPresenter =&amp;lt;/발표자 &gt; &amp; /T&gt; &amp;lt;/T&gt; } @Override 바지오 푸블리코 쇼토스트 (텍스토 드 스트링) { Toast.makeText (getActivity (getActivity),텍스토, Toast.LENGTH_SHORT).show (); Criar 레이아웃 de
fragmento restaurant_frag.xml página que é mostrada quando você clica em uma guia. &lt;?xml 버전=1.0 인코딩=utf-8?&gt;Criar 주요활동활동.java é um pouco diferente do &amp;LinearLayout xmlns:android= 안드로이드:방향=수직 안 드 로이드:layout_width match_parent=layout_height=match_parent;gt; &lt;TextView 안드로이드:id=@+id/text_sample 안드로이드:layout_width=match_parent layout_height wrap_content=wrap_content=텍스트=헬로
&gt;&gt;/TextView&gt;&amp;d;버튼 안드로이드:id=@+id/btn_sample 안드로이드:layout_width match_parent=layout_height match_parent=wrap_content 안드로이드:텍스트=센드&gt;&gt;&gt;/Button&gt;&amp;lt/선형레이아웃;&;선형레이아웃&amp;선형레이아웃;구글/리니어레이아웃 Gerencie o Apresentador de cada fragmento dentro do TabPagerAdapter. 공공 클래스 메인액티비티확장AppCompatActivity { 개인 탭레이아웃 mTab; 개인 뷰페이지러 mViewPager; @Override 보호 된
공백 에 만들기 (번들 저장된인스턴스스테이트) { super.onCreate (저장된인스턴스스테이트);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 매니페스트 액션바+적용// 툴바 적용 툴바 툴바 = (툴바)findViewById(R.id.toolbar); setSupportActionBar(툴바); // = 새로운 탭페이지어 적응기 (getSupportFragmentManager ()); mViewPager = (뷰페이저) findViewById (R.id.view_pager); mViewPager.setAdapter (tabPagerAdapter); mViewPager.addOnPageChangeListener (새로운 뷰 페이지
러.OnPageChangeListener (새로운 뷰 페이지러.OnPageChangeListener () { @Override 공개 무효 페이지 스크롤 (인트 위치, 플로트 포지션 오프셋, int 위치 OffsetPixels) { @Override 공개 무효 (int 위치) { mViewPager.setCurrentItem (위치); } @Override 공개 무효 에페이지 스크롤스테이트 변경 (int 상태) {} }} mTab = (탭 레이아웃) findViewById (R.id.tabs); mTab.setupWithViewPager (mViewPage) } } } } } } } } } } } } } } } } } } } Criar 메인활동 레이아웃 activity_main.xmlTabLayout e
ViewPager.gradle devem ser declarados em um arquivo antes de estar disponível.dependencies { 컴파일 'com.android.support:appcompat-v7:25.1' 컴파일 'com.android.support:design:design:25.3.1'} &amp;?xml 버전=1.0 인코딩=utf-8?&gt;&amp;&amp;LinearLayout xmlns:android= xmlns:tools= 안드로이드:오리엔테이션=수직 안드로이드 layout_height:layout_width=match_parent=match_parent 도구:context=com.companyfood.ui.main.MainActivity&gt; &amp;
android.support.v7.widget.Toolbar android:id=@+id/toolbar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안드로이드:layout_height=wrap_content 안드로이드:배경=?attr/colorPrimary 안드로이드:minheight=?attr/actionBarSize 안드로이드: 테마=@style/테마오버레이.AppCompat.Dark.ActionBar 안드로이드:팝업테메=@style/테마오버레이.AppCompat.Light&gt;&amp;lt;/android.support.v7.widget.Toolbar&gt; &lt;android.support.design.widget.TabLayout 안드로이드: id=@+id/탭 안 드 로
이드:layout_width=match_parent=layout_height=wrap_content 안드로이드:배경=?attr/colorPrimary 안드로이드: 테마=@style/테마오버레이.AppCompat.Dark.ActionBar&gt;&amp;lt;/android.support.design.widget.TabLayout&gt; &amp; lt;android.support.v4.view.view.view.gt;&amp;lt;/android.support.v4.view.view&amp;gt;lt;/android.support.v4.view.View.gt;&&;&&;&amp;&amp;d;&amp;d;&amp;&gt;&gt;&amp;&gt;&gt;&amp;;&gt; 안드로이
드:layout_width=match_parent=layout_height=match_parent/&gt; 탭페이지어적응자 크리아르 탭페이지어적응자 AbPagerAdapter HerdadaTabPagerAdapter. 공공 클래스 TabPagerAdapter 확장 FragmentPagerAdapter { 개인 정적 최종 int PAGE_NUMBER = 3; 개인 레스토랑 발표자 임플 mRestaurantPresenter; 개인 RecommandPresenterImpl mRecommandPresenter; 개인 설정 발표자 임플 mSettingPresenter; 공개 TabPagerAdapter (조각 관리자 조각 관리자) { 슈퍼 (조각 관리
자); } @Override 공공 조각 getItem (int 위치) { 스위치 (위치) { 케이스 0 : { 레스토랑 탭 조각 레스토랑탭 조각 = 레스토랑탭 조각.new인스턴스 (); mRestaurantPresenter = 새로운 레스토랑 발표자 임플 (레스토랑탭 조각); 반환 레스토랑조각; } 케이스 1 : { RecommandTabFragment 다시 명령탭 조각 = recommandTabFragment.new인스턴스 (); mRecommandPresenter = 새로운 명령 발표자 임플 (recommandTabFragment); 반환 재명령판프판클; } 케이스 2: { 설정 조각 단편화 = 설정 조각
.new인스턴스 (); mSettingPresenter = 새로운 설정 발표자 임플 (설정 조각); 반환 조각; } 기본: 반환 null; } @Override 공개 int getCount () { 반환 PAGE_NUMBER; } @Override 공개 CharSequence getPageTitle (int 위치) {스위치 (위치 ) { 케이스 0 : 반환 항목: 반환 항목: 반환 설정; 기본값: 반환 기본; } } Página 4 História 시대 우마 마네이라 심플렉스 드 se inscrever sem um convite.... Você pode se inscrever imediatamente quando receber o aplicativo Tistory em seu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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