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팝콘 오퍼월 스타일 api 안내 

 

 

기존 제한적이었던 오퍼월 스타일 api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새로운 api를 제공합니다. 

본 api 적용 시 기존 스타일 관련 api는 제거하여야 합니다. 

( adpopcorn sdk ver >= 5.1.6 부터 적용 ) 

 

 

API 

 

public static void setCustomOfferwallStyle(HashMap<String, Object> optionMap) 

 

 

 

EXAMPLE 

 

// 스타일 옵션 HashMap 생성 

HashMap <String, Object> optionMap = new HashMap<String, Object>(); 

 

// 컬러코드는 RGB(ex : #RRGGBB)와 16진수(ex : 0xffee5555) 형식을 지원 

 

// 오퍼월 테마 컬러 변경  

optionMap.put(ApStyleManager.CustomData.OFFERWALL_THEME_COLOR, Color.parseColor(“#EE5555”)); 

 

// 오퍼월 탑바 배경 컬러 변경  

optionMap.put(ApStyleManager.CustomData.TOP_BAR_BG_COLOR, 0xffee5555); 

 

// 오퍼월 탑바 쉐도우 효과 변경 

optionMap.put(ApStyleManager.CustomData.TOP_BAR_SHADOW, true); 

 

// 탑바 닫기 버튼 이미지 변경 

optionMap.put(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ID, R.drawable.btn_1depth_close); 

 

// 세팅된 스타일 옵션 HashMap을 적용 

ApStyleManager.setCustomOfferwallStyle(optionMap); 

 

 

 

SUPPORTED LIST 

1. 캠페인 리스트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HEME_COLOR  전체적인 테마 색상 설정. 해당 값만 설정해도 무방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ITLE_LOGO_RESOURCE_ID  로고 변경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ITLE_TEXT  타이틀 변경 (String, 로고와 동시 적용 시 로고가 우선)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COLOR  탑바 영역 텍스트 색상 설정. (리스트, 고객센터 탑바에 적용)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SIZE_DP  탑바 영역 텍스트 사이즈 (dp, 기본값 : 22sp)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BOLD  탑바 영역 텍스트 볼드 효과 (기본값 :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BG_COLOR  탑바 백그라운드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HEIGHT  탑바 높이 지정 (dp)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ID  탑바 우측 X 버튼 리소스 변경 (리소스ID)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WIDTH  탑바 우측 X 버튼 리소스 WIDTH 지정 (dp)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HEIGHT  탑바 우측 X 버튼 리소스 HEIGHT 지정 (dp)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SHADOW  탑바 바로 아래 영역 SHADOW 효과 지정(기본값 :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BG  하단 바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HEIGHT  하단 바 높이 지정 (dp)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TEXT_COLOR  하단 바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ICON_COLOR  하단 바 아이콘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LINE_COLOR  리스트 리워드 정보 라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TEXT_COLOR  리스트 리워드 정보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CHECKED_TEXT_COLOR 리스트 설치형 광고 설치 확인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INSTALL_TYPE_BADGE_COLOR  리스트 설치형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INSTALL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설치형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EXECUTE_TYPE_BADGE_COLOR  리스트 실행형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EXECUTE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실행형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OTHER_TYPE_BADGE_COLOR  리스트 기타 타입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OTHER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기타 타입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ING_SOON_BADGE_LINE_COLOR  리스트 하단에 노출되는 오픈 예정 타입 광고 뱃지 라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ING_SOON_BADGE_TEXT_COLOR  리스트 하단에 노출되는 오픈 예정 타입 광고 텍스트 색상 지정 

 

 

2. 캠페인 상세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ITLE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타이틀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OP_LAYOUT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탑 레이아웃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OTTOM_LAYOUT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하단 레이아웃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참여 시도’ 버튼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참여 시도’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OVE_BTN_LINE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배경 라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LINE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정보 버튼 배경 라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정보 텍스트 색상 지정 

 

 

3. 공통 팝업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BG_COLOR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TEXT_COLOR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BG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배경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TEXT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LINE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배경 라인 색상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