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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란?



알림이란?

일반 앱 UI 외부의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메시지 

작은 아이콘, 제목, 설명 문구



알림 사용 방

Android는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으
로 표시되는 알림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알림 드로어를 
엽니다. 

사용자는 알림 드로어에서 언제든지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Android 8.0(API 레벨 26)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알림은 앱 아이콘에 색상이 지정된 “배지”(notification 
dot 이라고도 함)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 해당 앱에 대한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드로어와 유사합니다.

앱 아이콘 배지



알림 채



알림 채

표시할 각 알림 유형에 대해 사용자 지정 가능한 채널을 만
드는 데 사용됩니다. 

한 채널에 둘 이상의 알림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의 모든 알림에 적용되는 사운드, 조명, 진동 등의 
알림 동작을 설정합니다.



알림 채 은 필수 사항입니다.

알림 채널은 Android 8.0(API 레벨 26)에 도입됩니다. 

모든 알림은 Android 8.0(API 레벨 26)부터 시작하는 채
널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림이 표시되지 않
습니다. 

Android 8.0(API 레벨 26)보다 낮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
는 앱의 경우 알림 채널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 > 알림채  

알림 채널은 장치 설정의 앱 알림 아래
에 카테고리로 표시됩니다.



알림 채  생성



알림 채  생성

if (Build.VERSION.SDK_INT >= Build.VERSION_CODES.O) { 
    val notificationChannel = NotificationChannel( 
        CHANNEL_ID, "Mascot Notification", 
        NotificationManager.IMPORTANCE_DEFAULT 
    ) 
}

Notification 채널 인스턴스는 NotificationChannel 생성자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패키지 내에서 고유한 ID 

채널의 사용자 표시 이름 

채널의 중요도 레벨



요도 레벨 
Importance level

Android 8.0(API 수준 26)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게시된 모든 알림의 소리 및 가시성과 같은 침입 수준을 
설정합니다. 

IMPORTANCE_NONE(0)부터 IMPORTANCE_HIGH(4)까
지의 범위입니다. 

이전 버전의 Android(API 레벨 26보다 낮음)를 지원하려면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알림 우선순위

Android 버전에서 API 레벨 26보다 낮은 수준에서 다른 알림
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알림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알림에 대해 setPriority() 함수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PIORITY_MIN에서 PIORITY_MAX에 이르는 범위입니다. 

setPriority(NotificationCompat.PRIORITY_HIGH)



요도와 우선순위 상수

User-visible importance level 중요도 
(Android 8.0 and higher)

우선순위 
(Android 7.1 and lower)

긴급(Urgent) 
Makes a sound and appears as 
a heads-up notification

IMPORTANCE_HIGH PRIORITY_HIGH or 
PRIORITY_MAX

높음(High) 
Makes a sound

IMPORTANCE_DEFAULT PRIORITY_DEFAULT

중간(Medium) 
No sound

IMPORTANCE_LOW PRIORITY_LOW

낮음(Low) 
No sound and doesn't appear in 
the status bar

IMPORTANCE_MIN PRIORITY_MIN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app/NotificationManag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app/NotificationManag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app/NotificationManag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app/NotificationManager.html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html


알림 생성



알림 생성

알림은 NotificationCompat.Builder 클래스를 사용하여 생성됩니
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및 알림 채널 ID를 생성자에게 전달합니다. 

NotificationCompat.Builder 생성자는 알림 채널 ID를 사용합니
다. 이 ID는 Android 8.0(API 레벨 26) 이상에서만 사용되고 이 이
전 버전에서는 무시됩니다. 

val mBuilder = NotificationCompat.Builder(this, CHANNEL_ID)



알림 내용 설정

1. setSmallIcon()으로 설정된 작은 아이콘입니다. (필수항목) 

2. setContentTitle()으로 설정된 제목입니다. 

3. setContentText()로 설정된 본문 텍스트입니다. 알림 메
시지입니다.



알림 내용 설정

val mBuilder = NotificationCompat.Builder(this, CHANNEL_ID) 
    .setSmallIcon(R.drawable.android_icon) 
    .setContentTitle("You've been notified!") 
    .setContentText("This is your notification text.")



탭 아이콘과  버튼



알림 탭  추가

모든 알림은 누르면 응답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앱에서 액티
비티를 시작합니다. 

setContentIntent() 메서드를 사용하여 내용의 인텐트를 
설정합니다. 

PendingIntent 개체에 포장된 Intent를 전달합니다.



알림  버튼

작업 버튼은 백그라운드 작업 시작, 전화 걸기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앱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droid 7.0(API 레벨 24)부터 알림에서 직접 메시지에 응답합니다. 

작업 버튼을 추가하려면 PendingIntent를 addAction() 메서드에 전
달합니다.



보류 인텐트 
Pending intents

PendingIntent는 수행할 의도와 대상 작업에 대한 설명입
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PendingIntent를 제공하여 다른 응
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자신인 것처럼 지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류 인텐트 생성을 위한 함수

PendingIntent.getActivity() 

PendingIntent.getBroadcast() 

PendingIntent.getService() 



PendingIntent 함수 인수

앱 컨텍스트 

요청코드 - 상수 ID 값 

전달하고자 하는 Intent 

PendingIntent 플래그는 시스템에서 동일한 앱에서 보류 
중인 여러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Step 1: 인텐트 생성

val notificationIntent = Intent(this, 
MainActivity::class.java)



Step 2: PendingIntent 생성

val notificationPendingIntent = 
    PendingIntent.getActivity(this, 
         NOTIFICATION_ID, 
         notificationIntent,            
         PendingIntent.FLAG_UPDATE_CURRENT)



Step 3: 알림 빌더 추가

알림에 탭 동작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 

.setContentIntent(notificationPendingIntent);



 버튼 추가

NotificationCompat.Builder.addAction()  사용 

아이콘, 설명, PendingIntent 전달 

.addAction(R.drawable.ic_color_lens_black_24dp,  
           "R.string.label",  
           notificationPendingIntent);



알림 확장 뷰



확장 가능한 알림

알림 드로어의 알림은 일반 보기(기본값)와 확장 보기의 두 
가지 기본 레이아웃에 표시됨 

확장된 보기 알림 - Android 4.1에 도입 

더 많은 공간과 주목도 - 최소한으로 사용



긴 글 (Big text)

많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large-format 알림 사용 

표준 뷰에 비햐 많은 텍스트를 보여줌 

헬퍼 클래스 사용: 

NotificationCompat.BigTextStyle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4/app/NotificationCompat.BigTextStyle.html


큰 이미지 (Big image)

대용량 이미지 첨부 파일이 포함된 대형 알
림 

헬퍼 클래스 사용: 

NotificationCompat.BigPictureStyle

http://notificationcompat.bigpicturestyle/


미디어

미디어 재생 알림 용 

음악과 같은 미디어 제어 작업 

앨범 표지 이미지 

헬퍼 클래스 사용 : 

NotificationCompat.MediaStyle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support/v7/app/NotificationCompat.MediaStyle.html


스타일 설정

표시되는 확장 가능한 알림을 만들려면 헬퍼 클래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setStyle() 함수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설정 

var notification = NotificationCompat.Builder(mContext, CHANNEL_ID) 

        .setSmallIcon(R.drawable.new_post) 

        .setContentTitle(imageTitle) 

        .setContentText(imageDescription) 

        .setStyle(NotificationCompat.BigPictureStyle() 

                .bigPicture(myBitmap)) 

        .build() 



알림 전송



알림 전송

NotificationManager 클래스를 사용하여 알림을 전달 

NotificationManager 인스턴스 만들기 

notify()를 호출하여 알림 전송



NotificationManager 인스턴스화

getSystemService()를 호출하여 
NOTIFICATION_SERVICE 상수를 전달 

val notificationManager = 
context.getNotificationManager()



알림 관리



알림 업데이트

1.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알림을 업데이트 

2. 빌더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된 파라미터를 알림에 전달 

3. 동일한 알림 ID를 사용해 notify()를 호출합니다. 

이전 알림이 계속 표시되면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이전 알림이 해제 된 경우 새 알림이 배달됩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앱이 너무 많은 알림을 보내는 경우 사용자는 알림을 사용 중지하거나 
앱을 제거합니다. 

관련성(Relevant) :이 정보가 사용자에게 필수적인지 여부 

적시(Timely) : 알림은 유용 할 때 나타나야합니다. 

짧음(Short) : 가능한 한 적은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사용자에게 선택 권한 부여 - 적절한 알림 채널을 사용하여 알림을 
분류합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