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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러뷰(RecyclerView) 구성요소 

리사이클러뷰 구현하기



재활용(Recycler) 뷰 란?

큰 (많은) 데이터 양의 집합을 스크롤 하기 위한 뷰 

제한된 수의 뷰를 재 사용함 

재사용하면서 변경을 최소화 (속도가 빠름)



리사이클러 뷰 구성요소 
RecyclerView Components



개요

데이터 

RecyclerView. - 목록에 대한 스크롤 뷰 

한 개의 항목에 대한 레이아웃 - XML 

레이아웃 관리자 (Layout manager) - 뷰 요소 구성을 관리 

어댑터(Adapter) - 재활용 뷰와 데이터를 연결 

뷰 홀더(ViewHolder) - 재사용되는 한 개의 항목에 대한 뷰 (데이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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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관리자 란?

각 뷰 그룹은 레이아웃 관리자(LayoutManager)를 가지고 있음 

RecyclerView 안의 뷰 항목들을 배치하는데 사용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뷰들을 재사용 

기본 제공 레이아웃 매니저 

LinearLayoutMAnager 

GridLayoutManager 

StaggeredGridLayoutManager 

RecyclerView.LayoutManager의 확장



어댑터 란?

호환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도록 지원 

예 - 데이터베이스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일 

데이터와 뷰 사이의 중개자 

데이터의 CRUD(만들기,읽기,변경,삭제) 를 관리함 

RecyclerView.Adapter 



재활용 뷰 구현하기



단계 요약

1. (필요한 경우) RecycleView 종속성을 build.gradle에 추가 

2. 레이아웃에 RecyclerView 추가 

3. 항목에 대한 XML 레이아웃 만들기 

4. RecyclerView.Adapter 확장 

5. RecyclerView.ViewHolder 확장 

6. Activity onCreate()에서 어댑터 및 레이아웃 관리자를 사용하여 
RecyclerView를 만듬



RecycleView종속성 추가 
in build.gradle

dependencies { 
  ... 
  compile ‘com.android.support:recyclerview-v7:26.1.0' 
  ... 
  } 



레이아웃 XML에 RecyclerView 추가

<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 

    android:id="@+id/recyclerview"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 



한 개 항목에 대한 레이아웃 만들기

<LinearLayout …> 

  <TextView 

    android:id="@+id/word" 

    style="@style/word_title" /> 

</LinearLayout> 



어댑터 구현하기

class WordListAdapter( 
    context: Context, 
    wordList: LinkedList<String>) :     
  RecyclerView.Adapter<WordListAdapter.WordViewHolder>() { 
   init { 
        mInflater = LayoutInflater.from(context) 
        this.mWordList = wordList 
   } 
}



어댑터의 필수 함수 3개

onCreateViewHolder() 

inBindViewHolder() 

getItemCount()



onCreateViewHodler()

override fun onCreateViewHolder(parent: ViewGroup, viewType: Int): 
RecyclerView.ViewHolder { 
    val inflater = LayoutInflater.from(parent.context) 
    val mItemView = inflater.inflate(R.layout.word_list_item, parent, false) 
    return WordViewHolder(mItemView, this) 
} 



onBindViewHolder()

override fun onBindViewHolder(holder: 
RecyclerView.ViewHolder, position: Int) { 
    val mCurrent = mWordList.get(position) 
    holder.wordItemView.text = mCurrent 
}



getItemCount()

    override fun getItemCount(): Int { 

        return mWordList.size 

    } 



어댑터 안에 뷰 홀더 만들기

class SessionViewHolder internal constructor( 
    private val itemView: View, 
    private val adapter: WordListAdapter, 
) : RecyclerView.ViewHolder(itemView), View.OnClickListener  
{ 
    … 
} 



액티비티 안에 재활용 뷰 만들기

val mRecyclerView = findViewById(R.id.recyclerView) 
val mAdapter = WordListAdapter(this, mWordList) 
mRecyclerView.adapter = mAdapter 
mRecyclerView.layoutManager = LinearLayoutManager(this)



Learn more

●RecyclerView

●RecyclerView class

●RecyclerView.Adapter class

●RecyclerView.ViewHolder class

●RecyclerView.LayoutManager class

https://developer.android.com/training/material/lists-cards.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Adapt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cyclerView.ViewHold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LayoutManage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