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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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바 커스텀 타이틀 로고 사이즈 설정 

optionMap.put(ApStyleManager.CustomStyle. OFFERWALL_TITLE_LOGO_RESOURCE_SIZE, new APSize(width, height)); 

 

// 세팅된 스타일 옵션 HashMap을 적용 

ApStyleManager.setCustomOfferwallStyle(optionMap); 

 

 

 

SUPPORTED LIST(v5.1.6부터 지원) 

1. 캠페인 리스트 영역 

옵션 설명 기본값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HEME_COLOR  전체적인 테마 색상 설정. 해당 값만 설정해도 무방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ITLE_LOGO_RESOURCE_ID  타이틀 로고 변경 기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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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COLOR  탑바 영역 텍스트 색상 설정. (리스트, 고객센터 탑바에 적용)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SIZE_DP  탑바 영역 텍스트 사이즈  22dp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TEXT_BOLD  탑바 영역 텍스트 볼드 효과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BG_COLOR  탑바 백그라운드 색상 지정 0xff2f3a3e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HEIGHT  탑바 높이 지정 (d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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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WIDTH  V6.0.0 부터 TOP_BAR_CLOSE_BTN_RESOURCE_SIZE를 사용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HEIGHT  V6.0.0 부터 TOP_BAR_CLOSE_BTN_RESOURCE_SIZE를 사용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SHADOW  V6.0.0 부터 ENABLE_OFFERWALL_TOP_BAR_SHADOW,  

ENABLE_REWARD_HISTORY_DIALOG_TOP_BAR_SHADOW, 

ENABLE_CS_DIALOG_TOP_BAR_SHADOW 세 가지로 세분화됨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BG  하단 바 배경 색상 지정  0xff2f3a3e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HEIGHT  하단 바 높이 지정 (dp) 30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TEXT_COLOR  하단 바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ICON_COLOR  하단 바 아이콘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LINE_COLOR  V6.0.0 부터 CAMPAIGN_LIST_REWARD_VIEW_LINE_COLOR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TEXT_COLOR  V6.0.0 부터 CAMPAIGN_LIST_REWARD_VIEW_TEXT_COLOR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VIEW_CHECKED_TEXT_COLOR V6.0.0 부터 CAMPAIGN_LIST_REWARD_VIEW_CHECKED_TEXT_COLOR Deprecated 

ApStyleManager.CustomStyle.INSTALL_TYPE_BADGE_COLOR  리스트 설치형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0xfffe5a59 

ApStyleManager.CustomStyle.INSTALL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설치형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EXECUTE_TYPE_BADGE_COLOR  리스트 실행형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0xff3b8bee 

ApStyleManager.CustomStyle.EXECUTE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실행형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OTHER_TYPE_BADGE_COLOR  리스트 기타 타입 광고 뱃지 배경 색상 지정 0xffff993e 

ApStyleManager.CustomStyle.OTHER_TYPE_BADGE_TEXT_COLOR  리스트 기타 타입 광고 뱃지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ING_SOON_BADGE_LINE_COLOR  리스트 하단에 노출되는 오픈 예정 타입 광고 뱃지 라인 색상 지정 0xffff0000 

ApStyleManager.CustomStyle.COMING_SOON_BADGE_TEXT_COLOR  리스트 하단에 노출되는 오픈 예정 타입 광고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0000 

 

 

2. 캠페인 상세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ITLE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타이틀 텍스트 색상 지정 0xff495057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OP_LAYOUT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탑 레이아웃 배경 색상 지정 0xfff1f3f5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OTTOM_LAYOUT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하단 레이아웃 배경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참여 시도’ 버튼 배경 색상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참여 시도’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배경 색상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OVE_BTN_LINE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닫기’ 버튼 배경 라인 색상 지정 0xff1db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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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정보 텍스트 색상 지정 0xff1db7ff 

 

 

3. 공통 팝업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BG_COLOR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배경 색상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TEXT_COLOR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BG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배경 색상 지정 0x00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TEXT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텍스트 색상 지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LINE_COLOR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배경 라인 색상 지정 0xff1db7ff 

 

 

 

 



SUPPORTED LIST(v6.0.0부터 지원) 

1. 공통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NAVIGATION_TOP_BAR_MODE  오퍼월 탑바 네비게이션 모드 설정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ITLE_LOGO_RESOURCE_SIZE 오퍼월 탑바 로고 리소스 크기 설정 APSize(99,18)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BG_COLOR  오퍼월 백그라운드 색상 설정 0xffeeeeee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LR_PADDING 오퍼월 좌우 패딩 설정 8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OP_PADDING  오퍼월 상단 패딩 설정 8 

ApStyleManager.CustomStyle.OFFERWALL_TEXTVIEW_FONT 오퍼월 텍스트뷰 폰트 설정 기본 폰트 

ApStyleManager.CustomStyle.ENABLE_OFFERWALL_TOP_BAR_SHADOW 오퍼월 탑바 하단 그림자 효과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ALWAYS_SHOW_OFFERWALL_TOP_BAR_SHADOW 오퍼월 탑바 하단 그림자 효과 항상 노출 여부 true 

ApStyleManager.CustomStyle.SHADOW_BAR_HEIGHT_DP 오퍼월 탑바 하단 그림자 높이 5 

ApStyleManager.CustomStyle.SHADOW_BAR_RESOURCE_ID 오퍼월 탑바 하단 그림자 이미지 변경 기본 이미지 

ApStyleManager.CustomStyle.SPECIAL_OFFER_TOP_ROUND_DP 스페셜 오퍼 영역 코너 라운드 설정 0 

ApStyleManager.CustomStyle.SPECIAL_OFFER_BOTTOM_MARGIN_DP 스페셜 오퍼 하단과 캠페인 리스트 사이 마진 8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CLOSE_BTN_RESOURCE_SIZE 오퍼월 탑바 CLOSE 버튼 크기 설정 APSize(14, 14)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BACK_BTN_RESOURCE_ID 오퍼월 탑바 CLOSE 버튼 이미지 변경 기본 이미지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BACK_BTN_RESOURCE_SIZE 오퍼월 탑바 BACK 버튼 크기 설정 APSize(26, 26) 

ApStyleManager.CustomStyle.USE_MATERIAL_STYLE_CAMPAIGN_DIALOG 캠페인 상세 팝업 MATERIAL 스타일로 변경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USE_MATERIAL_STYLE_COMMON_DIALOG 공통 팝업 MATERIAL 스타일로 변경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MATERIAL_STYLE_DIALOG_BTN_TEXT_COLOR MATERIAL 스타일 팝업 버튼 색상 설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MATERIAL_STYLE_COMMON_DIALOG_TITLE_DIVIDER_COLOR MATERIAL 스타일 공통 팝업 타이틀 DIVIDER 색

상 설정 

0xfff3f3f3 

ApStyleManager.CustomStyle.DIALOG_BG_OPACITY 공통/캠페인 팝업 배경 투명도 설정 85(0~100) 

ApStyleManager.CustomStyle.DIALOG_DIVIDER_LR_PADDING 공통/캠페인 팝업 타이틀 하단 DIVIDER 좌우 패

딩 

0 

APStyleManager.CustomStyle.DISABLE_CAMPAIGN_BADGE 캠페인 뱃지 노출 설정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ENABLE_TOP_BAR_EXPAND_MENU 오퍼월 탑바 하단에 확장 메뉴 노출 여부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BG_COLOR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배경 색상 설정 0xff2f3a3e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HEIGHT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높이 0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TITLE_TEXT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타이틀 “”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TITLE_TEXT_SIZE_DP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타이틀 사이즈 16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TITLE_TEXT_COLOR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타이틀 컬러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TITLE_TEXT_LR_PADDING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좌우 패딩 0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TITLE_TEXT_BOTTOM_PADDING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하단 패딩 0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SUB_TEXT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서브 텍스트  “”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SUB_TEXT_SIZE_DP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서브 텍스트 사이즈 14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SUB_TEXT_COLOR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서브 텍스트 컬러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TOP_BAR_EXPAND_MENU_SUB_TEXT_LR_PADDING 오퍼월 탑바 하단 확장 메뉴 서브 텍스트 좌우 

패딩 

0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IGAWORKS_LINK_TEXT 오퍼월 하단 바 링크 텍스트 By Igaworks v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CLICKABLE_IGAWORKS_LINK_TEXT 오퍼월 하단 바 링크 클릭 가능 여부 설정 True 

ApStyleManager.CustomStyle.BOTTOM_BAR_IGAWORKS_LINK_URL 오퍼월 하단 바 링크 주소 애드팝콘 홈 

 

2. 캠페인 리스트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BG_COLOR 캠페인 리스트 배경 색상 변경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DIVIDER_COLOR 캠페인 리스트 DIVIDER 색상 변경 0xffeeeeee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CORNER_ROUND_DP 캠페인 리스트 코너 라운드 설정 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FOOTER_MARGIN_DP 캠페인 리스트 footer 마진 설정 15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APP_ICON_SIZE 캠페인 리스트 앱 아이콘 크기 설정 APSize(62, 62)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TITLE_TEXT_COLOR 캠페인 리스트 타이틀 색상 설정 0xff495057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TITLE_TEXT_SIZE_DP 캠페인 리스트 타이틀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BADGE_SIZE 캠페인 리스트 뱃지 크기 설정 APSize(55, 2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BADGE_TEXT_SIZE_DP 캠페인 리스트 뱃지 텍스트 크기 설정 12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COMING_SOON_BADGE_SIZE 캠페인 리스트 오픈예정 뱃지 크기 설정 APSize(55, 2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LINE_COLOR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라인 색상 설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TEXT_COLOR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텍스트 색상 설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CHECKED_TEXT_COLOR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체크 컬러 색상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SIZE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크기 설정 APSize(71, 3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TEXT_SIZE_DP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텍스트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CORNER_ROUND_DP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코너 라운드 설정 1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REWARD_VIEW_STROKE_DP 캠페인 리스트 리워드 뷰 STROKE 크기 설정 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LIST_COMING_SOON_REWARD_VIEW_OPACITY 캠페인 리스트 오픈예정 리스트의 리워드 뷰 투명

도 설정 

100(0~100) 

 

3. 캠페인 상세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ITLE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타이틀 색상 설정 0xff495057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TITLE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타이틀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DESC_TEXT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설명 색상 설정 0xff222c23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DESC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설명 크기 설정 1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MIDDLE_LAYOUT_BG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중간 레이아웃 배경 색상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OTTOM_DIVIDER_COLOR 캠페인 상세 팝업 하단 레이아웃 배경 색상 설정 0xffced4da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APP_ICON_SIZE 캠페인 상세 팝업 앱 아이콘 크기 설정 APSize(62, 62)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ADGE_SIZE 캠페인 상세 팝업 뱃지 크기 설정 APSize(55, 2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ADGE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뱃지 텍스트 크기 설정 12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SIZE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뷰 크기 설정 APSize(71, 3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뷰 텍스트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CORNER_ROUND_DP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뷰 코너 라운드 설정 10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REWARD_VIEW_STROKE_DP 캠페인 상세 팝업 리워드 뷰 STROKE 크기 설정 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EXCHANGE_BTN_POSITION 캠페인 상세 팝업 좌우 버튼 위치 변경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SIZE 캠페인 상세 팝업 POSITIVE 버튼 크기 설정 APSize(126, 29)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SIZE 캠페인 상세 팝업 NEGATIVE 버튼 크기 설정 APSize(126, 29)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TN_CORNER_ROUND_DP 캠페인 상세 팝업 버튼 코너 라운드 설정 15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BTN_STROKE_DP 캠페인 상세 팝업 버튼 STROKE 설정 1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POSITIVE_BTN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POSITIVE 버튼 텍스트 크기 설

정 

12 

ApStyleManager.CustomStyle.CAMPAIGN_DIALOG_NEGATIVE_BTN_TEXT_SIZE_DP 캠페인 상세 팝업 NEGATIVE 버튼 텍스트 크기 

설정 

12 

 

4. 공통 팝업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CORNER_ROUND_DP 공통 팝업 코너 라운드 설정 6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SIZE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크기 설정 APSize(127,35)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SIZE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크기 설정 APSize(127,35)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BTN_CORNER_ROUND_DP 공통 팝업 버튼 코너 라운드 설정 18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BTN_STROKE_DP 공통 팝업 버튼 STROKE 설정 1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POSITIVE_BTN_TEXT_SIZE_DP 공통 팝업 POSITIVE 버튼 텍스트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NEGATIVE_BTN_TEXT_SIZE_DP 공통 팝업 NEGATIVE 버튼 텍스트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TITLE_TEXT_COLOR 공통 팝업 타이틀 색상 설정 0xff181818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TITLE_TEXT_SIZE_DP 공통 팝업 타이틀 텍스트 크기 설정 18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MESSAGE_TEXT_COLOR 공통 팝업 메시지 색상 설정 0xff181818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DIALOG_MESSAGE_TEXT_SIZE_DP 공통 팝업 메시지 텍스트 크기 설정 13 

 

5. 캠페인 참여 내역 팝업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BTN_SIZE 참여 내역 버튼 크기 설정 APSize(83,27)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BTN_TEXT_COLOR 참여 내역 버튼 텍스트 색상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BTN_TEXT_SIZE_DP 참여 내역 버튼 텍스트 크기 설정 12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BTN_LINE_COLOR 참여 내역 버튼 라인 색상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BTN_CORNER_ROUND_DP 참여 내역 버튼 라운드 설정 3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LR_PADDING 참여 내역 팝업 좌우 패딩 설정 8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OP_PADDING 참여 내역 팝업 상단 패딩 설정 8 

ApStyleManager.CustomStyle.ENABLE_REWARD_HISTORY_DIALOG_TOP_BAR_SHADOW 참여 내역 팝업 상단 그림자 효과 설정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HEAD_BG_COLOR 참여 내역 팝업 상단 탭 배경 설정 0xfff1f3f5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HEAD_TEXT_COLOR 참여 내역 팝업 상단 탭 텍스트 색상 설정 0xff212529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HEAD_TEXT_SIZE_DP 참여 내역 팝업 상단 탭 텍스트 크기 설정 12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ROW_TEXT_COLOR 참여 내역 팝업 리스트 텍스트 색상 설정 0xff495057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ROW_TEXT_SIZE_DP 참여 내역 팝업 리스트 텍스트 크기 설정 10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ROW_REWARD_TEXT_COLOR 참여 내역 팝업 리스트 리워드 정보 색상 

설정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ROW_REWARD_TEXT_SIZE_DP 참여 내역 팝업 리워드 정보 텍스트 크기 

설정 

10 

ApStyleManager.CustomStyle.REWARD_HISTORY_DIALOG_TABLE_DIVIDER_COLOR 참여 내역 팝업 내 DIVIDER 색상 설정 0xffe9e9e9 

 

6. 캠페인 리스트 팝업 영역(문의 하기 팝업에서 문의 캠페인 선택 팝업)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LIST_DIALOG_TITLE_TEXT_COLOR 캠페인 리스트 팝업 타이틀 색상 설정 0xff495057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LIST_DIALOG_TITLE_TEXT_SIZE_DP 캠페인 리스트 팝업 타이틀 텍스트 크기 설정 13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LIST_DIALOG_DIVIDER_COLOR 캠페인 리스트 팝업 DIVIDER 색상 설정 0xffced4da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LIST_DIALOG_RADIO_DOT_COLOR 캠페인 리스트 팝업 라디오 버튼 색상 설정 0xff1db7ff 

 

7. 문의 하기 팝업 영역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LR_PADDING 문의 하기 팝업 좌우 패딩 8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TOP_PADDING 문의 하기 팝업 상단 패딩  8 

ApStyleManager.CustomStyle.ENABLE_CS_DIALOG_TOP_BAR_SHADOW 문의 하기 팝업 상단 그림자 효과 false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ALL_LAYOUT_CORNER_ROUND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레이아웃 박스 코너 라운드 0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DROP_DOWN_ICON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DROP DOWN 아이콘 색상 0xff1db7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FAQ_LAYOUT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FAQ 레이아웃 배경 색상 0xfff1f3f5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FAQ_LAYOUT_STROKE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FAQ 레이아웃 STROKE 색상 0xffdee2e6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FAQ_LAYOUT_STROK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FAQ 레이아웃 STROKE 크기 1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CAMPAIGN_LAYOUT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캠페인 레이아웃 배경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CAMPAIGN_LAYOUT_STROKE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캠페인 레이아웃 STROKE 색상 0xff363f4b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CAMPAIGN_LAYOUT_STROK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캠페인 레이아웃 STROKE 크기 1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NAME_PHONE_LAYOUT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름/폰 레이아웃 배경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NAME_PHONE_LAYOUT_STROKE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름/폰 레이아웃 STROKE 색상 0xffdee2e6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NAME_PHONE_LAYOUT_STROK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름/폰 레이아웃 STROKE 크기 1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EMAIL_LAYOUT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메일 레이아웃 배경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EMAIL_LAYOUT_STROKE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메일 레이아웃 STROKE 색상 0xffdee2e6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EMAIL_LAYOUT_STROK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이메일 레이아웃 STROKE 크기 1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MESSAGE_LAYOUT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메시지 레이아웃 배경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MESSAGE_LAYOUT_STROKE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메시지 레이아웃 STROKE 색상 0xffdee2e6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MESSAGE_LAYOUT_STROK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메시지 레이아웃 STROKE 크기 1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SEND_BTN_SIZE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보내기 버튼 크기 APSize(150,36)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SEND_BTN_TEXT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보내기 버튼 텍스트 색상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SEND_BTN_TEXT_SIZE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보내기 버튼 텍스트 크기 설정 14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SEND_BTN_BG_COLOR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보내기 버튼 배경 색상 설정  

ApStyleManager.CustomStyle.CS_DIALOG_SEND_BTN_CORNER_ROUND_DP 문의 하기 팝업 내의 보내기 버튼 코너 라운드 설정 18 

 

 

 

 

 

 

 

 



SUPPORTED LIST(v6.0.2부터 지원) 

1. 개인 정보 동의 팝업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CUSTOM_TEXT 개인정보동의 팝업 커스텀 문구 “”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MAIN_TITLE_SIZE_DP 개인정보동의 팝업 메인 타이틀 크기 13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MAIN_TITLE_TEXT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메인 타이틀 색상 설정 0x251904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PADDING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패딩 0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BACKGROUND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배경 색상 설정 0x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SUB_TITLE_SIZE_DP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내 서브 타이틀 크기 11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SUB_TITLE_TEXT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내 서브 타이틀 색상 0xff99938b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MESSAGE_TEXT_SIZE_DP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내 서브 메시지 크기 13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DESC_MESSAGE_TEXT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설명 영역 내 서브 메시지 색상 0x251904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CHECKBOX_SIZE 
개인정보동의 팝업 체크 박스 사이즈 APSize(26,26)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CHECKBOX_OFF_RESOURCE_I

D 

개인정보동의 팝업 체크 박스 OFF 리소스 ID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CHECKBOX_ON_RESOURCE_ID 개인정보동의 팝업 체크 박스 ON 리소스 ID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AGREE_BTN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동의 버튼 색상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PRIVACY_POLICE_DIALOG_AGREE_BTN_TEXT_COLOR 개인정보동의 팝업 동의 버튼 텍스트 색상 -100 

 

SUPPORTED LIST(v6.0.3부터 지원) 

ApStyleManager.CustomStyle.SCHEDULE_CAMPAIGN_LIST_DIVIDER_COLOR 오픈예정/수량마감 리스트 라인 컬러 설정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USE_MULTILANGUAGE SDK에서 자동 지원하는 언어 사용 여부 설정 True 

ApStyleManager.CustomStyle.DEFAULT_LANGUAGE MULTI_LANGUAGE 사용 안할 경우, 기본 언어 설정  

 

SUPPORTED LIST(v6.0.4부터 지원. 단, 통합버전에서는 v5.1.8에서 지원)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TITLE_TEXT_SIZE_DP 팝업 광고 타이틀 텍스트 크기 18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TITLE_TEXT_COLOR 팝업 광고 타이틀 텍스트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DESC_TEXT_SIZE_DP 팝업 광고 설명 텍스트 크기 12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DESC_TEXT_COLOR 팝업 광고 설명 텍스트 색상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PORTRAIT_POPUP_AD_REWARD_CONDITION_ICON_COLOR 세로 모드 팝업 광고 리워드 컨디션 아이콘 색상 0xffffcc21 

ApStyleManager.CustomStyle.PORTRAIT_POPUP_AD_REWARD_CONDITION_TEXT_COLOR 세로 모드 팝업 광고 리워드 텍스트 색상 0xffffcc21 

ApStyleManager.CustomStyle. 
LANDSCAPE_POPUP_AD_REWARD_CONDITION_ICON_COLOR 

가로 모드 팝업 광고 리워드 컨디션 아이콘 색상 0xff00000

0 

ApStyleManager.CustomStyle.LANDSCAPE_POPUP_AD_REWARD_CONDITION_TEXT_COLO

R 

가로 모드 팝업 광고 리워드 텍스트 색상 0xff00000

0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REWARD_BTN_BG_COLOR 팝업 광고 리워드 버튼 배경 색상 0xffffcc21 

ApStyleManager.CustomStyle.COMMON_POPUP_AD_REWARD_BTN_TEXT_COLOR 팝업 광고 리워드 버튼 텍스트 색상 0xff00000

0 

 

SUPPORTED LIST(v6.1.0부터 지원)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BTN_COLOR 피드형 오퍼월 리스트 내 리워드 버튼 색상 0xff4169e1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BTN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버튼 색상 0xff416ae0 

ApStyleManager.CustomStyle.LOADING_BAR_COLOR 오퍼월 내 로딩바 색상 0xffffffff 

 

 

 

 

 



SUPPORTED LIST(v6.1.1부터 지원) 

ApStyleManager.CustomStyle.SPLASH_DIALOG_TOTAL_REWARD_TEXT_COLOR splash loading 화면의 리워드 텍스트 색상 변경 0xffffd703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TOTAL_REWARD_PRE_TEXT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단 리워드 정보 레이아웃의 리워드 

정보 텍스트(지금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색상 변경 

0xff2f3a3d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TOTAL_REWARD_ICON_RESOURCE_ID 피드형 오퍼월 상단 리워드 정보 레이아웃의 리워드 

아이콘 변경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TOTAL_REWARD_ICON_RESOURCE_SIZ

E 

피드형 오퍼월 상단 리워드 정보 레이아웃의 리워드 

아이콘 크기 설정(dp 기준) 

APSize(14,14)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TOTAL_REWARD_ICON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단 리워드 정보 레이아웃의 리워드 

아이콘 색상 변경 

0xff416ae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TOTAL_REWARD_TEXT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단 리워드 정보 레이아웃의 리워드 

텍스트 색상 변경 

0xff416ae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LIST_REWARD_ICON_RESOURCE_ID 피드형 오퍼월 리스트 아이템의 리워드 아이콘 변경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LIST_REWARD_ICON_RESOURCE_SIZE 피드형 오퍼월 리스트 아이템의 리워드 아이콘 크기 

설정(dp 기준) 

APSize(14,14)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LIST_REWARD_ICON_COLOR 피드형 오퍼월 리스트 아이템의 리워드 아이콘 색상 

변경 

0xff666666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OFFERWALL_LIST_REWARD_TEXT_COLOR 피드형 오퍼월 리스트 아이템의 리워드 텍스트 색상 

변경 

0xff416ae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REWARD_INFO_TEXT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정보 텍스트

(+ 100 포인트) 색상 변경 

0xff416ae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REWARD_ICON_RESOURCE_ID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버튼 아이콘 

변경 

-10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REWARD_ICON_RESOURCE_SIZE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버튼 아이콘 

사이즈 변경(dp 기준) 

APSize(20,20)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REWARD_ICON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버튼 아이콘 

색상 변경 

0xffffffff 

ApStyleManager.CustomStyle.FEED_DETAIL_DIALOG_REWARD_TEXT_COLOR 피드형 오퍼월 상세 페이지 내 리워드 버튼 텍스트 

색상 변경 

0xffffff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