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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 v4

작성자 : Charlezz 
작성일 : 2020.09.30 
수정일 : 2020.09.30 
버전 : v1.0

Glide 공식 문서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https://bumptech.github.io/glide/) 
오역 및 오탈자가 다수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역 제보 및 건의(charlezz@charlezz.com) 
이 문서의 내용을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출처(https://charlezz.com)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찰스의 안드로이드 오픈채팅방에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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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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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holder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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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Fallback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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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Builder 옵션
Request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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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Builder
리소스 타입 고르기
RequestOptions 적용하기
썸네일 요청
실패시 새로운 요청 시작하기

Component 옵션
Transformations(변형)

Glide에 내장된 변형 타입
변형시키기

기본적인 변형
복합적인 변형

커스텀 변형
비트맵 변형
커스텀 Transformation 필수 메서드
equals()와 hashCode()를 잊지말자!

Glide의 특별한 동작들
Transformation 재사용하기
ImageView를 위한 자동 변환
커스텀 리소스

Targets
Target 명시하기
취소 그리고 재사용

Clear
사이즈와 면적

View Targets
커스텀 Target

움직이는 리소스와 커스텀 Target
Transitions(전환 효과)
기본 전환
표준 행동
전환효과 명시하기
퍼포먼스 팁
일반적인 오류 

placeholder 그리고 투명한 이미지의 교차 fade효과
요청 간의 교차 fade 효과

커스텀 전환
Configuration

Setup
Application
Libraries

애플리케이션 옵션
메모리 캐시
비트맵 풀
디스크 캐시
기본 요청 옵션
UncaughtThrowableStrategy
Log level

컴포넌트 등록하기
로드의 해부
Component 순서정하기
ModelLoader 추가하기

모듈 클래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AppGlide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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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lide
Glide는 안드로이드의 부드러운 스크롤링에 초점을 맞춘 빠르고 효율적인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다. Glide는 사용하기 쉬운 API와, 
성능과 확장성이 좋은 디코딩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동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Glide는 비디오 스틸, 이미지 및 애니메이션 GIF를 가져오고, 디코딩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지원한다. Glide에는 개발자가 거의 
모든 네트워크 스택에 연결할 수있는 유연한 API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Glide는 커스텀된 HttpUrlConnection을 사용하지만 
Google의 Volley 프로젝트 또는 Square의 OkHttp 라이브러리에 연결할 수 있는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도 포함한다.

GlideModule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충돌

메니페스트 파싱
캐시

Cache Keys
캐시 환경설정
디스크 캐시 전략
캐시로부터만 로드하기
캐시 건너뛰기

캐시 무효화
커스텀 캐시 무효화

리소스 관리
메모리 캐시
디스크 캐시

리소스 재사용
Benefits

Dalvik
Glide가 리소스를 추적하고 재사용하는 방식

Reference counting(참조 횟수)
참조 횟수의 증가
참조 횟수의 감소
리소스 해제

Pooling
일반적인 에러
리소스 재사용 에러 증상

Cannot draw a recycled Bitmap
Can’t call reconfigure() on a recycled bitmap

재사용 에러의 원인
같은 Target에 두개의 다른 리소스를 로드하려고 할 때
Target에 리소스를 로딩한 뒤 Target을 정리 또는 재사용하거나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것
Transformation<Bitmap>에서 원본 Bitmap을 재활용하는 것

디버깅

Local Logs
요청 에러
Unexpected cache misses(캐시 실패)
RequestListener 와 커스텀 로그

이미지 그리고 로컬 로그 유실
요청 실패
사이즈 누락

메모리 초과 에러
과도하게 큰 할당
메모리 누수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
“You can’t start or clear loads in RequestListener or Target callbacks”
“cannot resolve symbol ‘GlideApp’”

하드웨어 비트맵
하드웨어 비트맵이란?
왜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하드웨어 비트맵을 활성화 할까?
어떻게 하드웨어 비트맵을 비활성화 할까?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할 때 무엇이 깨지는가?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시 생기는 비효율성은?

Open Source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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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의 주요 초점은 모든 종류의 이미지 목록을 가능한 한 부드럽고 빠르게 스크롤하는 데 있지만 원격으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크기
를 조정하고 표시해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기본적인 API사용 형태
Glide는 대부분의 요청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한 줄짜리 명령어를 사용한다.

Glide.with(fragment).load(url).into(imageView)

성능

Glide는 안드로이드 이미지 로딩 성능면에서 다음 두가지 내용을 고려한다.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속도

이미지를 디코딩할 때 버벅거리는 양

사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 좋은 경험을 얻으려면 이미지가 빠르게 나타나야 할뿐만 아니라 메인 쓰레드 I/O 또는 과도한 GC로 인해 많
은 버벅 거림과 끊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Glide는 Android에서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이미지를 로드 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수행한다.

자동 다운 샘플링 및 캐싱을 통해 스토리지 오버 헤드와 디코딩 시간을 최소화한다. 

바이트 배열 및 비트맵과 같은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재사용하면서 값 비싼 GC 및 힙 메모리의 파편화를 최소화 한다.

심층적인 생명주기 통합은 활성화된 프래그먼트 및 액티비티에 대한 요청에만 우선 순위가 지정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
에 있을 때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리소스를 해제 하도록 한다.

다운로드 & 설정하기

Android SDK 요구사항
최소 SDK 버전 - Glide는 최소 14이 상의 SDK 버전을 요구한다.

컴파일 SDK 버전 Glide는 27 이상의 SDK 버전에서 컴파일 되어야 한다.

서포트 라이브러리 버전 - Glide는 버전 27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다른 버전의 서포트 라이브러리 버전을 사용해야한다면 build.gradle 파일에서 Glide 의존성으로부터 "com.android.support"를 제
외시킨다. 예를 들어 버전 26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다면 : 

dependencies { 
  implementation ("com.github.bumptech.glide:glide:4.11.0") { 
    exclude group: "com.android.support" 
  } 
  implementation "com.android.support:support-fragment:26.1.0" 
}

다른 버전의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Runtime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

java.lang.NoSuchMethodError: No static method getFont(Landroid/content/Context;ILandroid/util/TypedValue;ILandroid/widget/TextV
at android.support.v7.widget.TintTypedArray.getFont(TintTypedArray.java:119)

또한 Glide의 API 생성기에서 GlideApp 클래스가 생성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운로드

Jar
Github로부터 직접적으로 최신의 jar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ndroid의 v4 서포트 라이브러리 jar도 포함해야 한다.

Gradle
Gradle을 사용한다면 Maven Central 또는 JCenter를 사용하여 Glide 의존성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서포트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포함해야 한다.

https://github.com/bumptech/glide
https://github.com/bumptech/glide/releases/download/v3.6.0/glide-3.6.0.jar
http://developer.android.com/tools/support-library/features.htm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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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ies { 
  mavenCentral() 
  maven { url 'https://maven.google.com' } 
} 
 
dependencies { 
    compile 'com.github.bumptech.glide:glide:4.11.0' 
    // 통합 라이브러리 사용 또는 Glide를 설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생략하자. 
    annotationProcessor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

Note:가능하면 의존성으로 @aar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자.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transitive=true를 추가하여 필요한 모든 클래스가 
APK에 포함되도록 한다.

dependencies { 
    implementation ("com.github.bumptech.glide:glide:4.11.0@aar") { 
        transitive = true} 
}

@aar는 기본적으로 의존성을 제외하는 Gradle의 "아티팩트 전용(Artifact only)" 표기법이다.

transitionive = true없이 @aar를 사용하여 Glide의 의존성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런타임 예외가 발생한다.

java.lang.NoClassDefFoundError: com.bumptech.glide.load.resource.gif.GifBitmapProvider 
    at com.bumptech.glide.load.resource.gif.ByteBufferGifDecoder.<init>(ByteBufferGifDecoder.java:68) 
    at com.bumptech.glide.load.resource.gif.ByteBufferGifDecoder.<init>(ByteBufferGifDecoder.java:54) 
    at com.bumptech.glide.Glide.<init>(Glide.java:327) 
    at com.bumptech.glide.GlideBuilder.build(GlideBuilder.java:445) 
    at com.bumptech.glide.Glide.initializeGlide(Glide.java:257) 
    at com.bumptech.glide.Glide.initializeGlide(Glide.java:212) 
    at com.bumptech.glide.Glide.checkAndInitializeGlide(Glide.java:176) 
    at com.bumptech.glide.Glide.get(Glide.java:160) 
    at com.bumptech.glide.Glide.getRetriever(Glide.java:612) 
    at com.bumptech.glide.Glide.with(Glide.java:684)

Maven
Maven을 사용하는 경우 Glide에 대한 의존성도 추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도 포함해야 한다.

<dependency> 
  <groupId>com.github.bumptech.glide</groupId> 
  <artifactId>glide</artifactId> 
  <version>4.11.0</version> 
  <type>aar</type>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com.google.android</groupId> 
  <artifactId>support-v4</artifactId> 
  <version>r7</version>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com.github.bumptech.glide</groupId> 
  <artifactId>compiler</artifactId> 
  <version>4.11.0</version> 
  <optional>true</optional> 
</dependency>

설정하기 
빌드 구성에 따라 몇 가지 추가 설정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권한

액세스하는 모든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Glide는 별도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애플리케
이션에서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불러오거나(DCIM, Pictures 또는 SD 카드의 다른 위치) 또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말
한다. 결과적으로 유즈케이스에 따라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Internet

url로 부터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온다면, INTERNET과 ACESS_NETWORK_STATE 권한을 
AndroidManifest.xml에 추가해야 한다.



Glide v4 6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package="your.package.nam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NET"/> 
    <!-- 
    사용자가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연결이 복구 되었을 때  
    Glide가 연결 상태를 감시하고 실패한 요청을 재시작 하는 것을 허용한다. 
    -->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ACCESS_NETWORK_STATE"/> 
 
    <application> 
      ... 
    </application> 
</manifest>

ACCESS_NETWORK_STATE는 Glide에서 url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권한은 Glide가 네트워크 
연결과 비행기 모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결성 모니터링 섹션을 살펴보자.

연결성 모니터링

URL에서 이미지를 로드하는 경우 Glide는 사용자의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가 다시 연결될 때 실패한 요청을 다시 시작하여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준다. Glide가 애플리케이션에 ACCESS_NETWORK_STATE가 권한이 있는 것
을 감지하면 Glide는 자동으로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여 ConnectivityMonitor 로그 태그를 확인하여 Glide가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adb shell setprop log.tag.ConnectivityMonitor DEBUG

그렇게 한 후 ACCESS_NETWORK_STATE 권한이 추가되어 있다면 logcat에 다음과 같은 로그가 표시된다.

11-18 18:51:23.673 D/ConnectivityMonitor(16236): ACCESS_NETWORK_STATE permission granted, registering connectivity monitor 
11-18 18:48:55.135 V/ConnectivityMonitor(15773): connectivity changed: false 
11-18 18:49:00.701 V/ConnectivityMonitor(15773): connectivity changed: true

권한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대신 볼 수 있다.

11-18 18:51:23.673 D/ConnectivityMonitor(16236): ACCESS_NETWORK_STATE permission missing, cannot register connectivity monitor

로컬 저장소

DCIM 또는 Pictures와 같은 로컬 폴더에서 이미지를 로드하려면 READ_EXTERNAL_STORAGE 권한을 추가해야 한다.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package="your.package.nam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READ_EXTERNAL_STORAGE" /> 
 
    <application> 
      ... 
    </application> 
</manifest>

ExternalPreferredCacheDiskCacheFactory를 사용하여 Glide의 캐시를 공개 sdcard에 저장하려면 대신 
WRITE_EXTERNAL_STORAGE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package="your.package.nam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WRITE_EXTERNAL_STORAGE" /> 
 
    <application> 
      ... 
    </application> 
</manifest>

프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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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프로가드를 사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proguard.cfg에 추가하자

-keep public class * implements com.bumptech.glide.module.GlideModule 
-keep public class * extends com.bumptech.glide.module.AppGlideModule 
-keep public enum com.bumptech.glide.load.ImageHeaderParser$** { 
  **[] $VALUES; 
  public *; 
}

Android API 27 미만으로 타겟팅하는 경우 다음도 포함해야 한다.

```pro 
-dontwarn com.bumptech.glide.load.resource.bitmap.VideoDecoder

VideoDecoder는 이전 버전의 Android가 설치된 기기에서 최신 API가 호출되지 않더라도 proguard 경고를 유발할 수있는 API 27 
API를 사용한다.

만약 덱스가드를 사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 for DexGuard only 
-keepresourcexmlelements manifest/application/meta-data@value=GlideModule

Jack
Glide의 빌드 구성에는 Jack이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필요하다. Jack은 최근에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Glide에 필요한 기능이 추
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Java 8로 컴파일하려면 아래를 참조하자.

Java8
Android Studio 3.0 및 Android Gradle 플러그인 버전 3.0부터는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Java 8로 Glide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
한 내용은 Android 개발자 웹 사이트에서 Java 8 언어 기능 사용을 참조하자.

Kotlin
Kotlin에서 구현된 클래스에 Glide의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annotationProcessor 대신 Glide의 kapt를 사용해야 한다.

dependencies { 
  kapt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

build.gradle 파일에 반드시 kotlin-kapt 플러그인도 포함해야 한다.

apply plugin: 'kotlin-kapt'

생성된 API
Glide v4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Glide의 API를 확장하고 통합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포
함 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생성한다.

생섣된 API를 제공하는 두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통합 라이브러리는 커스텀 옵션과 함께 Glide의 API를 확장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들의 묶음을 메서드로 추가하여 Glide의 API를 확장할 수 있다.

이 두 작업 모두 RequestOptions의 사용자 지정 하위 클래스를 작성하여 수동으로 수행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우아
하지 않은 API를 만들어낸다.

시작하기

가능성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write/java8-sup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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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API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생성된 API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하면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 당 하나씩 
구현하게 되는 N 개의 구현 대신, 단일 구현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불러오는 것들을 관리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호출 
경로에 올바른 옵션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 해진다. 이 제한은 (실험적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향후 버전에서 제
한 될 수 있다.

현재 API는 적절하게 어노테이션이 달린 AppGlideModule이 발견된 경우에만 생성된다. 애플리케이션 당 하나의 AppGlideModule 
만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API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라이브러리용 API를 생성 
할 수 없다.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Step1. Glide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의존성으로 추가 한다.

repositories { 
  mavenCentral() 
} 
 
dependencies { 
  annotationProcessor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

Step2. 애플리케이션에서 AppGlideModule구현을 포함한다. 

package com.example.myapp; 
 
import com.bumptech.glide.annotation.GlideModule; 
import com.bumptech.glide.module.AppGlideModule; 
 
@GlideModule 
public final class My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API를 생성하기 위해 AppGlideModule에서 메소드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 AppGlideModule을 확장하고 GlideModule로 어노테
이션이 달린 경우 클래스를 비워 둘 수 있다.

AppGlideModule 구현은 항상 GlideModule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야 한다. 어노테이션이 없는 경우 모듈이 검색되지 않으며 모듈
을 찾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Glide 로그 태그와 함께 로그에 경고가 표시된다.

Note:라이브러리에는 AppGlideModule 구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Kotlin
만약 Kotlin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Step1. 위에 자바로 표시된대로 Glide의 어노테이션이 추가된 모든 클래스 AppGlideModule, LibraryGlideModule 및 
GlideExtension)를 구현한다.

Step2. Kotlin에서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를 구현하되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의존성을 annotationProcessor 대신 
kapt로 추가한다.

dependencies { 
  kapt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

추가적으로 다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annotationProcessor는 kapt로 모두 변환해야 한다.

dependencies { 
  kapt "android.arch.lifecycle:compiler:1.0.0" 
  kapt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

Android Studio
대부분의 경우 Android Studio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및 생성된 API와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AppGlideModule을 처음 추가 할 때 
또는 일부 유형의 변경 후에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해야 할 수 있다. API가 가져오지 못하거나 오래된 것 같으면 다음 방법으로 다시 빌
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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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메뉴를 연다.

 Rebuild Project를 클릭한다.

생성된 API 사용하기
API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ppGlideModule 구현과 동일한 패키지에서 생성되며, 기본적으로 GlideApp으로 이름이 지정된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Glide.with() 대신 GlideApp.with()로 모든 로드를 시작하는 API를 사용할 수 있다.

GlideApp.with(fragment) 
   .load(myUrl) 
   .placeholder(R.drawable.placeholder) 
   .fitCenter() 
   .into(imageView);

Glide.with()와 달리 fitCenter() 및 placeholder()와 같은 옵션을 빌더패턴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RequestOptions 객
체로 전달할 필요가 없다.

GlideExtension
Glide에서 생성된 API는 애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 모두에서 확장 될 수 있다. 확장은 어노테이션이 달린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여 새 
옵션을 추가하거나 기존 옵션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유형을 추가한다.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은 Glide의 API를 확장하는 클래스를 식별한다. 어노테이션은 Glide의 API를 확장하는 모든 클래스에 있
어야 한다.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메소드의 어노테이션이 무시된다.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는 유틸리티 클래스가 되며 내부에 private인 빈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 클래스에는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고 final이어야 하며 정적 메서드만 포함해야 한다.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는 정적 변수를 포
함 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 또는 객체를 참조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를 원하는 만큼 구현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는 또한 임의의 수만큼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다. AppGlideModule이 발견되면 사용 가능한 모든 GlideExtension들이 
병합되어 사용 가능한 모든 확장이 포함된 단일 API를 생성한다. 충돌이 있으면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
한다.

GlideExtension 어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확장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다.

 GlideOption - RequestOption에 커스텀 옵션을 추가한다.

 GlideType - 새로운 리소스 유형(GIF, SVG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GlideOption
GlideOption이 달린 정적 메서드는 RequestOption을 확장한다. GlideOption은 다음의 경우에 유용하다.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옵션 그룹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Glide의 Option 클래스와 함께 새로운 옵션을 추가한다.

옵션들의 그룹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GlideExtension 
public class MyAppExtension { 
  // Size of mini thumb in pixels. 
  private static final int MINI_THUMB_SIZE = 100; 
 
  private MyAppExtension() { } // utility class 
 
  @NonNull 
  @GlideOption 
  public static BaseRequestOptions<?> miniThumb(BaseRequestOptions<?> options) { 
    return options 
      .fitCenter() 
      .override(MINI_THUMB_SIZE); 
  }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RequestOptions 하위 클래스에 메서드가 생성된다.

public class GlideOptions extends RequestOptions { 
   
  public GlideOptions miniThu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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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GlideOptions) MyAppExtension.miniThumb(this); 
  } 
 
  ... 
}

첫 번째 인수가 항상 RequestOptions이면 메서드에 추가 인자를 원하는 만큼 포함 할 수 있다.

@GlideOption 
public static BaseRequestOptions<?> miniThumb(BaseRequestOptions<?> options, int size) { 
  return options 
    .fitCenter() 
    .override(size); 
}

추가 인자는 생성된 메서드에 인자로 추가된다.

public GlideOptions miniThumb(int size) { 
  return (GlideOptions) MyAppExtension.miniThumb(this); 
}

그런 다음 생성된 GlideApp 클래스를 사용하여 커스텀 메서드를 호출 할 수 있다.

GlideApp.with(fragment) 
   .load(url) 
   .miniThumb(thumbnailSize) 
   .into(imageView);

GlideOption 어노테이션이 있는 메서드는 정적이며 BaseRequestOptions<?를 반환해야 한다. 생성된 메서드는 표준 Glide 및 
RequestOptions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생성된 등가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GlideType
GlideType 어노테이션이 달린 정적 메서드는 RequestManager를 확장한다. GlideType 어노테이션이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기본 
옵션 지정을 포함하여 새 유형에 대한 지원을 추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IF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면, GlideType 메서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GlideExtension 
public class MyAppExtension { 
  private static final RequestOptions DECODE_TYPE_GIF = decodeTypeOf(GifDrawable.class).lock(); 
 
  @NonNull 
  @GlideType(GifDrawable.class) 
  public static RequestBuilder<GifDrwable> asGif(RequestBuilder<GifDrawable> requestBuilder) { 
    return requestBuilder 
      .transition(new DrawableTransitionOptions()) 
      .apply(DECODE_TYPE_GIF); 
  } 
}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메서드로 RequestManager가 생성된다.

public class GlideRequests extends RequesetManager { 
 
  public GlideRequest<GifDrawable> asGif() { 
    return (GlideRequest<GifDrawable> MyAppExtension.asGif(this.as(GifDrawable.class)); 
  } 
   
  ... 
}

그런 다음 생성된 GlideApp 클래스를 사용하여 커스텀 타입을 호출 할 수 있다.

GlideApp.with(fragment) 
  .asGif() 
  .load(url) 
  .into(imag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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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Type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는 반드시 T타입이 GlideType 어노테이션에 제공된 클래스와 일치하는 첫 번째 인자로 
RequestBuilder<T를 가져야 한다. 메서드는 정적이어야 하며 RequestBuilder<T를 반환한다. 메소드는 GlideExtension으로 어
노테이션이 달린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Placeholders

Types
Glide를 통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placeholder를 지정할 수 있다.

placeholder

error

fallback

Placeholder
placeholder는 이미지 요청이 진행되는 동안 표시되는 Drawable이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placeholder가 요청된 리소스로 
바뀐다. 요청된 리소스가 메모리에서 로드되면 placeholder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요청이 실패하고, Error Drawable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placeholder는 계속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요청된 URL 또는 모델이 null이고 Error Drawable 또는 Fallback Drawable
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placeholder도 계속 표시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placeholder(R.drawable.placeholder) 
  .into(view); 
 
// 또는 
 
Glide.with(fragment) 
  .load(url) 
  .placeholder(new ColorDrawable(Color.BLACK)) 
  .into(view);

Error
요청이 영구적으로 실패하면 Error Drawable이 표시된다. 요청된 URL / 모델이 null이고 Fallback Drawable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Error Drwable도 표시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error(R.drawable.error) 
  .into(view); 
 
// 또는 
 
Glide.with(fragment) 
  .load(url) 
  .error(new ColorDrawable(Color.RED)) 
  .into(view);

Fallback
Fallback Drawable은 요청된 URL 또는 모델이 null인 경우 표시된다. Fallback Drawables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null이 예상되
는지 여부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null 프로필 URL은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기본값을 사용
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null은 메타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거나 검색 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Glide는 
null인 URL 또는 모델을 오류로 취급하므로 null을 예상하는 사용자는 Fallback Drawable을 설정해야 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fallback(R.drawable.fallback) 
  .into(view); 
 
// 또는 
 
Glide.with(fragment) 
  .load(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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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back(new ColorDrawable(Color.GREY)) 
  .into(view);

FAQ
placeholder가 비동기적으로 로드됩니까?

아니요. placeholder는 메인 스레드의 Android 리소스에서 로드되므로, 일반적으로 placeholder는 시스템 리소스 캐시에서 작고 쉽
게 캐시 하는 것을 기대한다.

placeholder에 Transformation(변환)이 적용됩니까?

아니요. 변환은 placeholder가 아닌 요청된 리소스에만 적용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런타임시 변환해야하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필요한 크기와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리소스 버전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좋다. 예를 들어, 원형 이미지를 로
드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원형 placeholder 리소스를 포함 할 수 있다. 또는 Custom View를 사용하여 변환과 동일한 방식으로 
placeholder를 클리핑 할 수도 있다.

여러 View에서 동일한 Drawable을 placeholder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Drawable(예 : BitmapDrawable)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View
에 표시해도 된다. 그러나 상태가 있는 Drawable은 여러 View가 한 번에 상태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View에 동시에 표
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다. 상태를 가지고 있는 Drawable의 경우 리소스 ID를 전달하거나 newDrawable()을 사용하여 각 요청에 
새 복사본을 전달한다.

Options

RequestBuilder 옵션
글라이드에서 대부분의 옵션들은 Glide.with()에 의해 반환되는 RequestBuilder 객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옵션들은 다음과 같다.

Placeholders (자리 표시자)

Transformations (변형)

Caching Strategies (캐시 전략)

인코딩 품질 또는 디코딩된 Bitmap 설정과 같은 Component specific options

예를들어, CenterCrop Transformatio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centerCrop() 
    .into(imageView);

RequestOptions
앱의 여러 부분에 걸쳐 로드시에 일관되게 옵션을 공유하려면 새 RequestOptions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apply() 메서드를 사용하
여 각 로드에 전달할 수도 있다.

RequestOptions cropOptions = new RequestOptions().centerCrop(context); 
... 
Glide.with(fragment) 
    .load(url) 
    .apply(cropOptions) 
    .into(imageView);

apply()는 여러 번 호출 될 수 있으므로 RequestOption로 구성 될 수 있다. 두 RequestOptions 객체에 충돌하는 설정이 포함 된 경
우 마지막 RequestOptions로 로드 된다.

Transition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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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Options는 요청된 로드가 완료 될 때 발생할 일을 결정한다.

TransitionOption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자.

View fade-in 효과

placeholder에서 교차되는 fade 효과

전환 효과 없음

전환효과가 없으면 이미지가 한번에 딱 나타나고, 즉시 이전 이미지를 대체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기 위해 TransitionOptions를
사용하여 View를 fade 하거나 Drawable을 교차로 fade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교차 페이드(cross fade)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import static com.bumptech.glide.load.resource.drawable.DrawableTransitionOptions.withCrossFade; 
 
Glide.with(fragment) 
    .load(url) 
    .transition(withCrossFade()) 
    .into(view);

RequestOptions와 달리 TransitionOptions는 명시적 타입이며 Glide에게 로드를 요청하는 리소스의 타입으로 묶이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Bitmap을 요청하면 DrawableTransitionOptions대신 BitmapTransitionOptions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로 
Bitmap을 요청할 때 교차 페이드 효과 대신 간단한 fade-in 효과를 적용해야 한다.

RequestBuilder
RequestBuilder는 Glide에서 요청의 중추 역할을 하며, 새로운 로드를 위해 요청한 Url 또는 모델과 함께 옵션을 가져 오는 역할을 한
다.

RequestBuilder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로드 하고자 하는 리소스 타입(Bitmap, Drawable 등)

리소스를 로드 할 Url 또는 모델

리소스를 적용 할 View

적용하고자 하는 RequestOption

적용하고자 하는 TransitionOption

썸네일 로드

Glide.with()를 호출한 다음 as 메서드들 중 하나를 호출하여 RequestBuilder를 얻을 수 있다.

RequestBuilder<Drawable> requestBuilder = Glide.with(fragment).asDrawable();

또는 Glide.with()를 호출한 뒤 연이어 load()를 호출한다.

RequestBuilder<Drawable> requestBuilder = Glide.with(fragment).load(url);

리소스 타입 고르기
RequestBuilder는 로드 할 리소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Drawable타입 RequestBuilder를 얻는다. as... 메소드를 사용하
여 요청된 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sBitmap()을 호출하면 Bitmap형식의 RequestBuilder를 얻을 수 있다.

RequestBuilder<Bitmap> requestBuilder = Glide.with(fragment).asBitmap();

RequestOptions 적용하기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apply() 메서드와 함께 RequestOption을 적용하고 transiton() 메서드와 함께 TransitionOptions를 적
용한다.

RequestBuilder<Drawable> requestBuilder = Glide.with(fragment).asDrawable(); 
requestBuilder.apply(request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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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Builder.transition(transitionOptions);

또한 RequestBuilder는 다중 로드시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RequestBuilder<Drawable> requestBuilder = 
    Glide.with(fragment) 
      .asDrawable() 
      .apply(requestOptions); 
 
for (int i = 0; i < numViews; i++) { 
   ImageView view = viewGroup.getChildAt(i); 
   String url = urls.get(i); 
   requestBuilder.load(url).into(view); 
}

썸네일 요청
Glide의 thumbnail() API를 사용하면 기본 요청과 동시에 시작할 RequestBuilder를 지정할 수 있다. 기본 요청이로드되는 동안 
thumbnail()이 표시된다. 썸네일 요청 전에 기본 요청이 완료되면 썸네일 요청의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thumbnail() API를 사용
하면 이미지의 저해상도 버전을 쉽고 빠르게 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품질의 이미지가 로드되는 동안 사용자가 로딩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thumbnail() API는 로컬 및 원격 이미지 모두에 유용하다. 특히 저해상도 썸네일이 Glide의 디스크 캐시에있는 경우 매우 빠르게 로드 
할 수 있다.

thumbnail() API는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thumbnail( 
    Glide.with(fragment) 
      .load(thumbnailUrl)) 
  .into(imageView);

thumbnailUrl이 기본 url보다 낮은 해상도 이미지를 가리키는 경우 잘 동작한다. 몇가지 이미지 로딩 API는 URL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이는 특히 thumbnail() API와 잘 동작한다.

로컬 이미지만 로드하거나 원격 URL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Glide의 override() 또는 sizeMultiplier() API를 사용하여 Glide가 썸
네일에 저해상도 이미지를 로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썸네일 요청 API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int thumbnailSize = ...; 
Glide.with(fragment) 
  .load(localUri) 
  .thumbnail( 
    Glide.with(fragment) 
      .load(localUri) 
      .override(thumbnailSize)) 
  .into(view);

View 또는 Target 크기의 일정 비율로 동일한 모델을 로드하려는 경우 sizeMultiplier를 인자로 받는 thumbnail() 메서드가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localUri) 
  .thumbnail(/*sizeMultiplier=*/ 0.25f) 
  .into(imageView);

실패시 새로운 요청 시작하기
Glide 4.3.0부터는 error() API를 사용하여 기본 요청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로드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RequestBuilder를 쉽게 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imaryUrl에 대한 요청이 실패한 경우 fallbackUrl을 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 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primaryUrl) 
  .error( 
      Glide.with(fragment) 
        .load(fallbackUrl)) 
  .into(imag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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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RequestBuilder의 error() 메서드는 시작되지 않는다. thumbnail()과 error() 둘다 
RequestBuilder에 명시했다면, 썸네일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처음 요청했던 내용이 실패하면 error() 메서드가 실행된다.

Component 옵션
Option 클래스는 ModelLoaders, ResourceDecoders, ResourceEncoders, Encoders 등을 포함한 Glide의 컴포넌트에 파라미터
를 추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Glide에 내장된 몇가지 컴포넌트는 Option들을 포함하고 또한 Option들을 커스텀 컴포넌트에 추가 
할 수 있다.

Glide.with(context) 
            .load(url) 
            .apply(RequestOptions.option(MyCustomModelLoader.TIMEOUT_MS, 1000L)) 
            .into(imageView);

또한 새로운 RequestOptions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RequestOptions options =  
    new RequestOptions() 
      .set(MyCustomModelLoader.TIMEOUT_MS, 1000L); 
 
Glide.with(context) 
  .load(url) 
  .apply(options) 
  .into(imageView);

Transformations(변형)
Glide에서 변형이라는 것은 리소스를 가져와서 변형하고, 변형된 리소스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변형에 사용되는 것은 
잘라내기(crop), 비트맵에 필터 적용하기 등이 있지만 움직이는 GIF 또는 커스텀 리소스 타입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Glide에 내장된 변형 타입
Glide에는 몇가지 내장된 변형 타입들이 있다.

CenterCrop

FitCenter

CircleCrop

변형시키기

RequestOptions 클래스를 사용하여 변형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변형

Glide.with(fragment) 
  .load(url) 
  .fitCenter() 
  .into(imageView);

또는 RequestOptions 객체를 생성 후 적용하는 방법

RequestOptions options = new RequestOptions(); 
options.centerCrop(); 
 
Glide.with(fragment) 
    .load(url) 
    .apply(options) 
    .into(imageView);

RequestOptions를 사용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Options 섹션을 확인하자.

복합적인 변형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77546f9b7efb4c1b944efb2f1f842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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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각각 다음의 transform() 호출 또는 특정 변형 메서드 (fitCenter(), centerCrop(), bitmapTranform() 등)는 이전의 변
형들을 대체하게 된다.

한번에 여러 변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MultiTransformation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간단히 .transform()를 사용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transform(new MultiTransformation(new FitCenter(), new YourCustomTransformation()) 
  .into(imageView);

또는 간단히 transform 메서드를 호출 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transform(new FitCenter(), new YourCustomTransformation()) 
  .into(imageView);

MultiTransformation의 생성자에 변형을 전달하는 순서에 따라 변형이 적용되는 순서가 결정된다.

커스텀 변형
비록 Glide가 다양한 Transformation 구현체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커스텀 Transformation을 구현해야 
할 수 있다.

비트맵 변형
Bitmap의 변형만 필요하다면, BitmapTransformation을 상속하여 구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BitmapTransformation은 개발
자가 구현한 Transformation이 새롭게 수정된 Bitmap을 반환할 때, 원본 Bitmap을 재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
한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간단히 구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ublic class FillSpace extends BitmapTransformation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ID = "com.bumptech.glide.transformations.FillSpace"; 
    private static final byte[] ID_BYTES = ID.getBytes(Charset.forName("UTF-8")); 
 
    @Override 
    public Bitmap transform(BitmapPool pool, Bitmap toTransform, int outWidth, int outHeight) { 
        if (toTransform.getWidth() == outWidth && toTransform.getHeight() == outHeight) { 
            return toTransform; 
        } 
 
        return Bitmap.createScaledBitmap(toTransform, outWidth, outHeight, /*filter=*/ true); 
    } 
 
    @Override 
    public boolean equals(Object o) { 
      return o instanceof FillSpace; 
    } 
 
    @Override 
    public int hashCode() { 
      return ID.hashCode(); 
    } 
 
    @Override 
    public void updateDiskCacheKey(MessageDigest messageDigest) { 
      messageDigest.update(ID_BYTES); 
    } 
}

비록 실제 Transformation 확장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위 예제코드는 기본적인 요소와 메서드 재정의를 보여준다.

커스텀 Transformation 필수 메서드
특히 알아둬야 할 것은, 디스크 그리고 메모리 캐시를 위해 BitmapTransformation을 포함하여 Transformation 서브 클래스에서 반
드시 구현해야 할 메서드 3개가 있다는 점이다. 

 equals()

 hashCode()



Glide v4 17

 updateDiskCacheKey()

Transformation이 인자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면, 보통 풀 패키지명을 id로 하는 static final 문자열을 hashCode()의 기초 형태로 만
들고, updateDiskCacheKey()에게 전달되어 MessageDigest를 갱신하는데 사용한다.

만약 Transformation이 Bitmap이 변형되는데 필요한 인자를 갖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메서드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Glide의 RoundedCorners Transformation은 int를 인자로 받아 둥근 모서리의 반지름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해당 
구현체의 equals(), hashCode(), updateDiskCacheKey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Override 
  public boolean equals(Object o) { 
    if (o instanceof RoundedCorners) { 
      RoundedCorners other = (RoundedCorners) o; 
      return roundingRadius == other.roundingRadius; 
    } 
    return false; 
  } 
 
  @Override 
  public int hashCode() { 
    return Util.hashCode(ID.hashCode(), 
        Util.hashCode(roundingRadius)); 
  } 
 
  @Override 
  public void updateDiskCacheKey(MessageDigest messageDigest) { 
    messageDigest.update(ID_BYTES); 
 
    byte[] radiusData = ByteBuffer.allocate(4).putInt(roundingRadius).array(); 
    messageDigest.update(radiusData); 
  }

본래의 문자열 id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roundingRadius는 세 가지 메서드에 모두 포함되게 된다. 여기에 있는 
updateDiskCacheKey 메서드는 ByteBuffer를 사용하여 updateDiskCacheKey 구현에 기본 인자를 포함하는 방법도 보여준다.

equals()와 hashCode()를 잊지말자!
메모리 캐싱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equals() 및 hashCode()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이러한 메서드들이 재정
의 되지 않더라도 BitmapTransformation과 Transformation 구현체는 컴파일이 되지만, 불행히도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의미
는 아니다. equals() 및 hashCode() 메서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 Glide버전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발생하는 
옵션을 현재 구상중에 있다.

Glide의 특별한 동작들

Transformation 재사용하기
Transformation은 상태가 없다(stateless).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로드에서 Transformation 인스턴스를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통은 Trasnformation을 하나 만들고 여러 로드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ImageView를 위한 자동 변환
Glide에서 ImageView에 로드를 시작할 때, Glide는 View의 ScaleType에 따라 자동으로 FitCenter 또는 CenterCrop를 적용한다. 
만약 scale type이 CENTER_CROP이라면 Glide는 자동으로 CenterCrop 변환을 적용한다. scale type이 FIT_CENTER 또는 
CENTER_INSIDE라면 Glide는 자동으로 FitCenter 변환을 적용한다.

RequestOption과 함께 Transformation 세트를 적용하여 기본 변환을 재정의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dontTransform() 메서드를 
사용하면 변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커스텀 리소스
Glide 4.0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의 상위 타입을 명시하기 때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변환 타입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 예를 
들면, Drawable 리소스를 요청하기 위해 asDrawable()을 사용할 때 (또는 asDrawable()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단지 with()를 사용
할 때), BitmapDrawable 또는 GifDrawable 하위 클래스 인스턴스를 얻게 될 수도 있다.

RequestOption에 적용하고자 하는 Transformation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Glide는 transform()을 호출할 때 리소스 클래스를 키를
전달하여 Transformation을 맵에 저장한다.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디코딩된 후 Glide는 해당하는 Transformation을 맵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Glide는 BitmapDrawable, GifDrawable 그리고 Bitmap 리소스에 Bitmap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itmap 변환
만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리소스 타입을 추가하는 경우 RequestOption을 확장하거나 기본으로 제공되는 Bitamp 변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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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스텀 리소스 타입에 대한 변환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Targets
Glide에서 Target은 요청과 요청받는 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Target은 placeholder를 보여주고, 리소스를 로드하고, 각 요청
에 따른 적절한 치수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주 사용되는 Target은 ImageViewTarget으로  ImageView를 사용하여 
placeholder, Drawable 그리고 Bitmap을 보여준다. 자신만의 Target 또는 사용가능한 기본 클래스를 확장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Target 명시하기
into(Target) 메서드는 각 요청을 수행하는데만 사용되진 않고 요청에 대한 결과를 전달받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Target<Drawable> target =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new Target<Drawable>() { 
      ... 
    });

Glide는 into(ImageView)라는 유용한 메서드를 제공하는데, 이 메서드는 ImageView를 인자로 가져와 요청된 리소스에 타입에 적합
한 ImageViewTarget으로 감싼다.

Target<Drawable> target =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imageView);

취소 그리고 재사용
into(Target) 과 into(ImageView) 메서드는 둘다 Target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만약 추후 새로운 로드를 시작하기 위해 이 Target 
인스턴스를 재사용한다면, 이전에 시작된 요청들은 취소되고 리소스는 해제된다.

Target<Drawable> target =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new Target<Drawable>() { 
      ... 
    }); 
...  
// 추후 언젠가 
Glide.with(fragment) 
  .load(newUrl) 
  .into(target);

반환된 Target을 사용하여 clear() 메서드를 호출하면 보류중인 로드와 연관된 리소스들을 새로운 로드없이 해제할 수 있다.

Target<Drawable> target =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new Target<Drawable>() { 
      ... 
    }); 
...  
// 추후 언젠가 
Glide.with(fragment).clear(target);

Glide의 ViewTarget 하위 클래스들은 View에서 Android 프레임워크의 getTag()와 setTag() 메서드를 사용하여 각 요청에 대한 정
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만약 ViewTarget의 하위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ImageView에 로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사용하거나 
View를 정리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imageView); 
 
// 추후 언젠가 
Glide.with(fragment).clear(imag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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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Glide.with(fragment) 
  .load(newUrl) 
  .into(imageView);

추가적으로 ViewTarget에서는 각 로드 또는 clear() 호출에 대해 새로운 인스턴스를 넘길 수 있고 Glide가 View 태그로 부터 이전 로
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new DrawableImageViewTarget(imageView)); 
 
// 추후 언젠가 
Glide.with(fragment) 
  .load(newUrl) 
  .into(new DrawableImageViewTarget(imageView));

이것은 ViewTarget을 확장한 Target이거나 새로운 Target 인스턴스에서 이전 요청을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setRequest() 와 
getRequest()를 구현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Clear
로드 한 리소스(Bitmap, Drawable 등)를 다 사용한 경우 생성한 Target을 정리(clear)하는 것이 항상 좋다. 요청이 끝났을 때 Glide
가 로드에 사용된 Bitmap과 같은 리소스를 재사용하기 위해 clear()를 사용하자. Target을 정리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은 CPU와 메모
리를 낭비하고, 더 중요한 로드를 막거나 같은 surface(View, Notification, RPC 등)에 두개의 Target로 이미지를 나타내려하는 경
우 잘못된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리(clear)는 특히 SimpleTarget과 같은 Target이 다른 SimpleTarget 인스턴스로 
부터 이전 요청들을 추적할 수 없을 때 치명적이다.

사이즈와 면적
기본적으로 Glide는 요청시 목표 사이즈로써 getSize() 메서드를 통해 제공된 Target의 사이즈를 사용한다. 이렇게하면 Glide가 적절
한 URL을 선택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하고, 자르고, 이미지 크기를 변환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로드 속도를 최
대한 빠르게 할 수 있다.

View Targets
ViewTarget은 View의 속성을 검사하거나 OnPreDrawListener를 사용하여 렌더링 직전에 View를 측정하여  getSize()를 구현한
다. 결과적으로 Glide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View와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더 작은 이미지를 로드하
면 Glide가 더 빠르게 로드하고(디스크 캐시 된 후),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며, View 크기가 일관된 경우 Glide의 BitmapPool의 적
중률을 높일 수 있다.

ViewTarget에서 사용하는 로직은 다음과 같다.

 View의 레이아웃 매개변수 면적이 0보다 크고 패딩보다도 더 크다면, 레이아웃의 매개변수를 사용한다.

 View 면적이 0보다 크고 패딩보다도 더 크면, View 면적을 사용한다.

 View 레이아웃 매개변수가 wrap_content고 최소한 하나의 layout pass가 발생한다면, Target.SIZE_ORIGINAL 또는 
override() 메서드를 통해 다른 고정된 크기를 사용하거나 화면 면적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고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아웃 매개변수가 match_parent, 0 이거나 wrap_content 이면서 layout pass가 발생하지 않을 때) layout 
pass를 기다린 뒤 다시 1번 단계로 돌아간다.

RecyclerView를 사용할 때, View는 아마도 재사용되고 현재 위치에 대해 변경 될 이전 위치의 사이즈는 유지된다. 이러한 경우를 다
루기 위해 새로운 ViewTarget을 생성하고 waitForLayout에 대해 true를 전달할 수 있다.

@Override 
public void onBindViewHolder(VH holder, int position) { 
  Glide.with(fragment) 
    .load(urls.get(position)) 
    .into(new DrawableImageViewTarget(holder.imageView, /*waitForLayout=*/ true));

성능 기준에 맞는 View 사이즈

일반적으로 리소스가 로드될 View의 명시적인 dp 사이즈 설정시에 Glide는 가장 빠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때면, Glide는 레이아웃 weight, match_parent 그리고 OnPreDrawListener를 사용하는 다른 상대적인 사이즈에 대해 탄
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으면, Glide는 wrap_content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동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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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어떤 경우에 Glide가 View 크기를 잘못 가져오는 것 같으면 ViewTarget을 확장하고 자체 로직을 구현하거나 RequestOption에서 
override() 메서드를 사용하여 항상 수동으로 크기를 재정의 할 수 있다.

커스텀 Target
커스텀 Target을 사용하고 ViewTarget을 하위 클래스로 만드는 View로 로딩하지 않는 경우, getSize() 메서드를 구현해야 한다.

getSize()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공된 콜백을 즉시 호출 하는 것이다.

@Override 
public void getSize(SizeReadyCallback cb) { 
  cb.onSizeReady(Target.SIZE_ORIGINAL, Target.SIZE_ORIGINAL); 
}

Target.SIZE_ORIGINAL을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가 충분히 크면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OOM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Target의 생성자
에 크기를 전달하고 해당 크기를 콜백에 제공 할 수도 있다.

public class CustomTarget<T> implements Target<T> { 
  private final int width; 
  private final int height; 
  
  public CustomTarget(int width, int height) { 
    this.width = width; 
    this.height = height; 
  } 
 
  ... 
 
  @Override 
  public void getSize(SizeReadyCallback cb) { 
    cb.onSizeReady(width, height); 
  } 
}

특정 면적 세트를 전달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일관된 사이즈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필요
한 사이즈를 모르지만 비동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 List<SizeReadyCallBack>의 getSize()에서 주어진 콜백을 유지하고 비동기 
프로세스를 실행한 다음, 크기를 파악할 때 보유한 콜백에 알린다.

메모리 누수를 피하기 위해 콜백을 유지할 때 removeCallback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예제로 Glide의 ViewTarget에서 로직을 확인하자.

움직이는 리소스와 커스텀 Target
GifDrawable을 로딩하거나 실제로 다른 리소스 타입을 View에 로드하려는 경우 가능하면 항상 into(ImageView)를 사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우아한 처리 또는 새로운 요청 외에도 Glide의 ViewTarget 구현 대부분은 이미 움직이는 Drawable 처리한다. 커스텀 
Target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와 ViewTarget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로드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또는 로드한 리소스 표시를 마쳤
을때는 into(Target)에서 반환된 Target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ViewTarget을 직접 사용하거나 SimpleTarget과 같은 커스텀 Target을 사용하는것 그리고 GifDrawable과 같은 움직이는 리소스를 
View에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면, onResourceReady에서 움직이는 Drawable을 시작해야 한다.

Glide.with(fragment) 
  .asGif() 
  .load(url) 
  .into(new SimpleTarget<>() { 
    @Override 
    public void onResourceReady(GifDrawable resource, Transition<GifDrawable> transition) { 
      resource.start(); 
      // 리소스를 사용하기 원하는 곳에 설정한다. 
    } 
  });

Bitmap 또는 GifDrawable을 로딩한다면, Drawable이 Animatable을 구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into(new SimpleTarget<>() { 
    @Override 

https://github.com/bumptech/glide/blob/e9cf41fbc190c9d29ce683728f52c061809c749b/library/src/main/java/com/bumptech/glide/request/target/ViewTarget.java#L89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drawable/Animat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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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onResourceReady(Drawable resource, Transition<GifDrawable> transition) { 
      if (resource instanceof Animatable) { 
        resource.start(); 
      } 
      // 리소스를 사용하기 원하는 곳에 설정한다. 
    } 
  });

Transitions(전환 효과)
Glide에서 전환효과는 placeholder로 부터 새롭게 로드 된 이미지 또는 썸네일로부터 풀사이즈 이미지로 어떻게 Glide가 전환시키는
지 정의한다. 전환효과는 단일 요청내에서 이루어지며 다중 요청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효과는 하나의 요청
에서 다른 요청까지 교차 fade 효과와 같은 애니메이션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 전환
Glide v3과는 달리 v4는 교차 fade 또는 다른 전환효과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은 반드시 요청별로 수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표준 행동
Glide는 요청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전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Glide의 내장된 전환효과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하
며 이미지가 로드되는 위치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Glide의 4개중 하나의 위치에서 이미지가 로드될 수 있다.

 Glide의 메모리 캐시

 Glide의 디스크 캐시

 디바이스상 로컬에 있는 소스 파일 또는 Uri

 원격에 있는 소스 Url 또는 Uri

만약 Glide의 메모리 캐시로 부터 데이터가 로드 되었다면, Glide의 내장 전환효과는 실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Glide의 디스크 캐시, 
로컬 소스 파일, Uri, 또는 원격 소스 Url 이나 Uri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경우 Glide의 내장 전환효과는 동작한다.

이런 행동을 변경하거나 커스텀 전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올 커스텀 전환효과 섹션을 확인하자.

전환효과 명시하기
개요 및 코드 샘플은 Option 문서를 확인하자.

TransitionOption은 특정 요청에 대해 전환효과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TransitionOption은 RequestBuilder에서 transition() 
메서드를 사용하는 하나의 요청에 대한 세트다. 명시적 타입의 전환효과는 BitmapTransitionOptions 또는 
DrawableTransitionOption을 사용하여 명시된다. Bitmap 및 Drawable 이외의 타입의 경우 GenericTransitionOptions를 사용할 
수 있다. 

퍼포먼스 팁
안드로이드에서 애니메이션은 비용이 크다. 특히 많은 양을 한번에 실행할 때 그렇다. 교차 fade 그리고 투명도 변화를 포함하는 다른 
애니메이션 특히나 더 그렇다. 게다가 애니메이션들은 종종 이미지를 디코딩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실행하는데 훨씬 시간이 더 걸린
다. 목록과 그리드에서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사용은 이미지 로딩을 느리게 그리고 뚝뚝 끊기게 만든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미지가 캐시되고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로드되길 기대할 때, Glide 사용하여 이미지를 ListView, GridView 또는 
RecyclerView에 로드한다면 애니메이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대신에 미리 로딩하는것(pre-loading)을 고려하여 사용자
가 스크롤 할 때 이미지가 메모리에 있도록 하자.

일반적인 오류 

placeholder 그리고 투명한 이미지의 교차 fade효과
Glide의 기본 교차 fade효과(cross fade) 애니메이션은 TransitionDrawable로 동작한다. TransitionDrawable은 두가지 애니메이
션 모드를 제공하는데 이는 setCrossFadeEnabled()로 제어된다. 교차 fade가 비활성화 될 때, 전환된 이미지는 이미 나타나있던 이
미지 위에 fade-in 된다. 교차 fade가 활성화 되면 이전 이미지가 점점 투명해지고 다음 이미지가 점점 불투명해 진다.

Glide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차 fade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훨씬 멋진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이미지의 투명도가 교차 fade로 실제 한번에 변경되는 경우 흰 깜빡임(white flash)을 애니메이션 중에 만들어낸다.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88ab784c4297428d81f5379cab02f8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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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비록 교차 fade를 비활성화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낫지만, 로딩중인 이미지가 투명 픽셀들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placeholder가 로딩중인 이미지보다 크거나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투명한 경우 교차 fade를 비활성화하면 애니메이션이 완
료된 후 placeholder가 이미지 뒤에 표시된다. 만약 투명 이미지를 placeholder와 함께 로딩한다면 DrawableCrossFadeFactory 
옵션을 조절하여 교차 fade를 활성화 할 수 있고 결과를 transiton()에 전달한다.

DrawableCrossFadeFactory factory = 
        new DrawableCrossFadeFactory.Builder().setCrossFadeEnabled(true).build(); 
 
GlideApp.with(context) 
        .load(url) 
        .transition(withCrossFade(factory)) 
        .diskCacheStrategy(DiskCacheStrategy.ALL) 
        .placeholder(R.color.placeholder) 
        .into(imageView);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Issue #2017을 확인하자. 위에 있는 예제를 작성한 @minas90에 감사한다.

요청 간의 교차 fade 효과
Transition은 각각 다른 요청에 의해 로드된 두개의 이미지 사이에서 교차 fade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Glide에서는 기본
적으로 새로운 로드를 존재하는 View 또는 Target에 할 때 존재하는 요청들을 취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개의 이미지를 로드
하고 그 둘을 교차 fade하고 싶다면, Glide로는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첫 로드가 끝나길 기다리거나, View에서 Bitmap 또는 
Drawable을 가져오고, 두번째 로드를 시작한 다음 Drawable 또는 비트맵과 새 이미지 사이를 수동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것과 같은 
전략은 안전하지 않으며 충돌이나 그래픽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커스텀 전환
커스텀 전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TransitionFactory를 구현한다

 로드하기 위해 DrawableTransitionOptions#with와 함께 커스텀 TransitionFactory를 적용한다.

이미지가 메모리 캐시, 디스크 캐시 또는 소스에서 로드 될 때 적용되는지 여부를 제어 할 수 있도록 전환의 기본 동작을 변경하려면 
TransitionFactory의 build() 메서드에 전달된 DataSource를 검사 할 수 있다.

예를들면, DrawableCrossFadeFactory를 살펴보자

Configuration

Setup
Glide 4.9.0부터는 몇 가지 경우에 설정이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다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설정이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통합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경우

Glide의 환경설정이 필요한 경우 (디스크 캐시 사이즈/위치, 메모리 케시 사이즈 등) 

Glide의 API를 확장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의 경우, 라이브러리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설정이 필요하다.

Application
통합 라이브러리 및/또는 Glide의 API 확장을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정확하게 하나의 AppGlideModule 구현을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하나이상의 LibraryGlideModule 구현을 추가한다.

 AppGlideModule 구현에 GlideModule 어노테이션과 모든 LibraryGlideModule 구현을 추가한다.

 Glide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의존성을 추가한다.

 AppGlideModule을 위한 proguard keep을 추가한다.

Glide의 Flickr 샘플 앱에서의 AppGlideModule 예제코드 형태는 다음과 같다.

https://github.com/bumptech/glide/issues/2017
https://github.com/bumptech/glide/blob/8f22bd9b82349bf748e335b4a31e70c9383fb15a/library/src/main/java/com/bumptech/glide/request/transition/DrawableCrossFadeFactory.java#L35


Glide v4 23

@GlideModule 
public class Flickr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append(Photo.class, InputStream.class, new FlickrModelLoader.Factory()); 
  } 
}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포함하려면 Glide의 어노테이션 및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에 대한 의존성이 필요하다.

compile 'com.github.bumptech.glide:annotations:4.11.0' 
annotationProcessor 'com.github.bumptech.glide:compiler:4.11.0'

마지막으로 proguard.cfg에 AppGlideModule 구현을 유지해야 한다.

-keep public class * extends com.bumptech.glide.module.AppGlideModule 
-keep class com.bumptech.glide.GeneratedAppGlideModuleImpl

Libraries
커스텀 컴포넌트를 등록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는 환경설정 단계를 수행 할 필요가 없으며, 이 페이지의 섹션을 완전히 건너 뛸 수 있다. 

ModelLoader와 같은 커스텀 컴포넌트를 등록해야하는 라이브러리는 다음을 수행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새로운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LibraryGlideModule 구현을 추가한다.

 모든 LibraryGlideModule구현에 대해 GlideModule 어노테이션을 추가한다.

 Glide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의존성을 추가한다.

Glide의 OkHttp 통합 라이브러리에서 LibraryGlideModule 예제는 다음과 같다.

@GlideModule 
public final class OkHttpLibraryGlideModule extends Library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replace(GlideUrl.class, InputStream.class, new OkHttpUrlLoader.Factory()); 
  } 
}

GlideModule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려면 Glide 어노테이션에 대한 의존성이 필요하다.

compile 'com.github.bumptech.glide:annotations:4.11.0'

라이브러리에서 AppGlideModule 피하기

라이브러리에는 AppGlideModule 구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하면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의존성을 
관리하거나 Glide의 캐시 크기 및 위치와 같은 옵션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두 라이브러리에 AppGlideModules가 포함 된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둘 모두에 의존하면 컴파일 할 수 없으며 하나 또는 다른 라
이브러리를 선택해야 한다.

즉, 라이브러리는 Glide의 생성 된 API를 사용할 수 없지만 표준 RequestBuilder 및 RequestOption를 사용한 로드는 여전히 잘 작
동한다.

애플리케이션 옵션
Glide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AppGlideModule 구현을 사용하여 Glide의 메모리 및 디스크 캐시 사용량을 완전히 제어 할 수 
있다. Glide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절한 기본값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러한 값을 사용자 정의
해야한다. 성능 퇴보를 방지하려면 변경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메모리 캐시
기본적으로 Glide는 LRU 제거와 함께 고정 된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MemoryCache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현 인 
LruResourceCache를 사용한다. LruResourceCache의 크기는 Glide의 MemorySizeCalculator 클래스에 의해 결정된다. Glide
의 MemorySizeCalculator 클래스는 기기가 낮은 RAM인지 여부와 화면 해상도에 관계없이 기기 메모리 클래스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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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MemorySizeCalculator를 구성하여 applyOptions(Context, GlideBuilder) 메서드를 사용하여 
AppGlideModule에서 MemoryCache 크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MemorySizeCalculator calculator = new MemorySizeCalculator.Builder(context) 
        .setMemoryCacheScreens(2) 
        .build(); 
    builder.setMemoryCache(new LruResourceCache(calculator.getMemoryCacheSize())); 
  } 
}

애플리케이션은 캐시 크기를 직접 재정의 할 수도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int memoryCacheSizeBytes = 1024 * 1024 * 20; // 20mb 
    builder.setMemoryCache(new LruResourceCache(memoryCacheSizeBytes)); 
  } 
}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MemoryCache 구현을 제공 할 수도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MemoryCache(new YourAppMemoryCacheImpl()); 
  } 
}

비트맵 풀
Glide는 LruBitmapPool을 기본 BitmapPool로 사용한다. LruBitmapPool은 LRU 제거를 사용하는 메모리 BitmapPool의 고정된 
사이즈다. 기본 사이즈는 해당 장치의 화면 사이즈와 밀도, 메모리 클래스 및 isLowRamDevice의 반환 값을 기반한다. 특정 계산은 
Glide의 MemoryCache에 대해 크기가 결정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Glide의 MemorySizeCalculator에 의해 수행된다.

애플리케이션은 BitmapPool 사이즈를 AppGlideModule에서 MemorySizeCalculator의 설정에 의한  applyOption(Context, 
GlideBuilder) 메서드와 함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MemorySizeCalculator calculator = new MemorySizeCalculator.Builder(context) 
        .setBitmapPoolScreens(3) 
        .build(); 
    builder.setBitmapPool(new LruBitmapPool(calculator.getBitmapPoolSize())); 
  } 
}

애플리케이션은 직접적으로 풀의 사이즈를 재정의 할 수도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int bitmapPoolSizeBytes = 1024 * 1024 * 30; // 30mb 
    builder.setBitmapPool(new LruBitmapPool(bitmapPoolSizeBytes)); 
  } 
}

애플리케이션은 심지어 나만의 BitmapPool의 구현체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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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BitmapPool(new YourAppBitmapPoolImpl()); 
  } 
}

디스크 캐시
Glide는 DiskLruCacheWrapper를 기본 DiskCache로 사용한다. DiskLruCacheWrapper는 LRU 제거와 함께 고정된 사이즈의 디
스크캐시다. 기본 디스크 캐시 사이즈는 250MB이고 애플리케이션 캐시 폴더내 특정 디렉토리에 위치한다.

만약 보여주려는 것이 공개적인(public) 미디어라면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DiskCache(new ExternalCacheDiskCacheFactory(context)); 
  } 
}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또는 외부 디스크 캐시에 대해 디스크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int diskCacheSizeBytes = 1024 * 1024 * 100; // 100 MB 
    builder.setDiskCache(new InternalCacheDiskCacheFactory(context, diskCacheSizeBytes)); 
  } 
}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또는 내부 저장소에 캐시가 위치하는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int diskCacheSizeBytes = 1024 * 1024 * 100; // 100 MB 
    builder.setDiskCache( 
        new InternalCacheDiskCacheFactory(context, "cacheFolderName", diskCacheSizeBytes)); 
  } 
}

애플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DiskCach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선택하고 이를 생성하기 위해 자체 DiskCache.Factory를 제공 할 
수 있다. Glide는 DiskCache를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열기 위해 Factory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러한 결과로 캐시는 
StrictMode 위반을 일으키지 않고 해당 디렉토리의 존재 여부와 같은 I/O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DiskCache(new DiskCache.Factory() { 
        @Override 
        public DiskCache build() { 
          return new YourAppCustomDiskCache(); 
        } 
    }); 
  } 
}

기본 요청 옵션
RequestOptions는 일반적으로 요청별로 지정되지만 AppGlideModule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하는 모든 로드에 적용될 
기본 RequestOptions 세트를 적용 할 수도 있다.



Glide v4 26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DefaultRequestOptions( 
        new RequestOptions() 
          .format(DecodeFormat.RGB_565) 
          .disallowHardwareBitmaps()); 
  } 
}

GlideBuilder에서 setDefaultRequestOptions로 적용된 옵션은 새 요청을 생성하는 즉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개별 요청에 적용된 
옵션은 GlideBuilder에 설정된 충돌 옵션을 재정의 한다.

RequestManager를 사용하면 특정 RequestManager로 시작된 모든 로드에 대해 기본 RequestOptions를 설정할 수 있다. 각 
Activity와 Fragment는 자체 RequestManager를 가지므로, RequestManager의 applyDefaultRequestOptions 메서드를 사용하
여 특정 Activity 또는 Fragment에만 적용되는 기본 RequestOption을 설정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applyDefaultRequestOptions( 
      new RequestOptions() 
          .format(DecodeFormat.RGB_565) 
          .disallowHardwareBitmaps());

RequestManager에는 AppGlideModule의 GlideBuilder 또는 RequestManager를 통해 이전에 설정 한 기본 RequestOptions를 
완전히 대체하는 setDefaultRequestOptions도 있다. setDefaultRequestOptions는 다른 곳에서 설정 한 중요한 기본값을 실수로 
재정의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applyDefaultRequestOptions가 사용하기에 더 안전하고 직관적이다.

UncaughtThrowableStrategy
Bitmap을 로딩할 때, 만약 예외상황이 발생한다면(예: OutOfMemoryException), Glide는 
GlideExecutor.UncaughtThrowableStrategy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 전략은 로그캣에 해당 로그를 출력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Glide 버전 4.2.0 이후로 수정가능하다. disk executor 및 / 또는 resize executor에 전달할 수 있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final UncaughtThrowableStrategy myUncaughtThrowableStrategy = new ... 
    builder.setDiskCacheExecutor(newDiskCacheExecutor(myUncaughtThrowableStrategy)); 
    builder.setResizeExecutor(newSourceExecutor(myUncaughtThrowableStrategy)); 
  } 
}

Log level
요청이 실패 할 때 기록되는 줄을 포함하여 형식이 잘 지정된 로그의 하위 집합의 경우 Android의 Log 클래스 값 중 하나와 함께 
setLogLevel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og.VERBOSE는 로그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Log.ERROR는 로그를 더 조용하게 만들지
만 자세한 내용은 javadoc을 참조하십시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builder.setLogLevel(Log.DEBUG); 
  } 
}

컴포넌트 등록하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라이브러리 둘다 Glide의 기능을 확장하는 몇가지 컴포넌트를 등록 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다.

 ModelLoader는 Url, Uri, 임의의 POJO 와같은) 커스텀 모델과 데이터(InputStream, FileDescriptor)를 로드한다.

 ResourceDecoder는 새로운 리소스(Drawable, Bitmap) 또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InputStream, FileDescriptor)를 디코딩한
다.

https://bumptech.github.io/glide/javadocs/420/com/bumptech/glide/GlideBuilder.html#setLogLeve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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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der는 Glide의 디스크 캐시에 데이터(InputStream, FileDescriptor)를 작성한다.

 ResourceTranscoder는 리소스를(BitmapResource) 다른 타입의 리소스(DrawableResource)로 변환한다.

 ResourceEncoder는 Glide의 디스크 캐시에 리소스(BitmapResource, DrawableResource)를 작성한다.

컴포넌트는 Registry 클래스를 사용하여 AppGlideModule과 LibraryGlideModule의 registerComponents() 메소드에 등록된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append(...); 
  } 
}

또는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LibraryGlideModule extends Library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append(...); 
  } 
}

하나의 GlideModule에 여러 컴포넌트를 등록 할 수 있다. ModelLoader 및 ResourceDecoder를 포함한 특정 타입은 동일한 타입 
인자를 사용하여 여러 구현을 가질 수 있다.

로드의 해부
기본적으로 Glide에 등록된 컴포넌트와 모듈에 등록된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등록된 컴포넌트 세트는 로드 경로 세트를 정의하는데 사
용된다. 각 로드 경로는 load() 메소드에 제공된 모델에서 as()에 의해 명시된 리소스까지 단계별 진행된다. 로드 경로는 대충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속된다.

 모델→데이터(ModelLoader에 의해 다뤄진다)

 데이터→리소스(ResourceDecoder에 의해 다뤄진다)

 리소스→트랜스코딩된 리소스(선택적으로 ResourceTranscoder에 의해 다뤄진다)

Encoder는 2단계 이전에 Glide의 디스크 캐시에 작성되어 캐싱된다. ResourceEncoder는 리소스를 단계3 이전에 Glide 디스크 캐
시에 작성한다.

요청이 시작될 때면, Glide는 모델부터 요청된 리소스 타입까지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해 시도한다. 만약 로드 경로가 성공한다면 요청
도 성공하고, 로드 경로가 실패하면 요청도 실패한다.

Component 순서정하기
Registry의 prepend(), append() 그리고 replace() 메소드는 Glide가 ModelLoader 그리고 ResourceDecoder를 시도하는 순서
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컴포넌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나머지를 다루기 위한 catch-all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동안에 모델 또는 
데이터의 명시된 서브셋트를 다루는 컴포넌트의 등록을 허용한다.

prepend()

ModelLoader 또는 ResourceDecoder가 실패 할 경우 Glide의 기본 동작으로 돌아 가려는 기존 데이터의 하위 서브세트를 처리하
려면 prepend()를 사용한다. prepend()는 ModelLoader 또는 ResourceDecoder가 이전에 등록 된 다른 모든 컴포넌트보다 먼저 
호출되고 먼저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ModelLoader 또는 ResourceDecoder가 handles() 메서드에서 false를 반환하거나 실
패하면 다른 모든 ModelLoader 또는 ResourceDecoder가 등록 된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호출되어 fallback을 제공한다.

append()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Glide의 기본 동작에 fallback을 추가하려면 append()를 사용한다. append()는 Glide의 기본값
이 시도 된 후에만 ModelLoader 또는 ResourceDecoder가 호출되도록 한다. Glide의 기본 컴포넌트가 처리하는 하위 타입(예 : 특
정 Uri authority 또는 하위 클래스)을 처리하려는 경우 prepend()를 사용하여 Glide의 기본 컴포넌트가 커스텀 컴포넌트보다 먼저 
리소스를 로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수 있다.

replace()

Glide의 기본 동작을 완전히 대체하고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replace()를 사용하자. replace()는 주어진 모델 및 데이터 클래스를 
처리하는 모든 ModelLoader를 제거한 다음 대신 ModelLoader를 추가한다. replace()는 특히 OkHttp 또는 Volley와 같은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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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로 Glide의 네트워킹 로직을 교체 할 때 유용하다. 

ModelLoader 추가하기
예를들어, 새로운 커스텀 모델 객체에 대한 InputStream을 얻는 ModelLoader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append(Photo.class, InputStream.class, new CustomModelLoader.Factory()); 
  } 
}

append()는 여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Photo.class는 애플리케이션에 특정한 사용자 지정 모델 객체이므로 Glide에는 대체
해야하는 기본 동작이 없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BaseGlideUrlLoader에서 새로운 타입의 문자열 URL에 대한 처리를 추가하려면 prepend()를 사용하여 ModelLoader가 
Glide의 문자열에 대한 기본 ModelLoader보다 먼저 실행되도록 해야한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prepend(String.class, InputStream.class, new CustomUrlModelLoader.Factory()); 
  } 
}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와 같은 특정 유형에 대한 Glide의 기본 처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교체하려면 replace()를 사용해야 
한다

@GlideModule 
public class Your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void registerComponents(Context context, Glide glide, Registry registry) { 
    registry.replace(GlideUrl.class, InputStream.class, new OkHttpUrlLoader.Factory()); 
  } 
}

모듈 클래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Glide v4는 AppGlideModule 및 LibraryGlideModule의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Glide 싱글톤을 구성한다. 두 클래스 모두 
ModelLoaders, ResourceDecoders 등과 같은 추가 컴포넌트를 등록 할 수 있다. AppGlideModules 만 캐시 구현 및 크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특정 설정을 구성 할 수 있다.

AppGlideModule
애플리케이션이 AppGlideModule에서 메서드를 구현하거나 통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는 경우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선택적으로 
AppGlideModule 구현을 추가 할 수 있다. AppGlideModule 구현은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발견한 모든 
LibraryGlideModules와 결합된 단일 클래스를 생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주어진 애플리케이션에는 하나의 AppGlideModule 구현만 있을 수 있다 (컴파일시 둘 이상의 오류가 발생 함). 결과적으로 라이브러
리는 AppGlideModule 구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GlideModule
Glide가 AppGlideModule 및 LibraryGlideModule 구현을 올바르게 발견하려면 두 클래스의 모든 구현에 GlideModule 어노테
이션을 추가해야한다. 어노테이션을 통해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는 컴파일 타임에 모든 구현을 발견 할 수 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추가적으로 AppGlideModule 및 LibraryGlideModules를 발견하려면 모든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 Glide의 어노테이션 프로세
서에 대한 의존성도 포함해야한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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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라이브러리에 종속 될 수 있고, 각 라이브러리에는 하나 이상의 LibraryGlideModules가 포함될 수 있다. 드물게 
이러한 LibraryGlideModule은 충돌하는 옵션을 정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피하려는 동작을 포함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AppGlideModule에 Excludes 주석을 추가하여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거나 원치 않는 종속성을 피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com.example.unwanted.GlideModule 패키지의 LibraryGlideModule을 피하고 싶다
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한다.

@Excludes(com.example.unwanted.GlideModule.class) 
@GlideModule 
public final class My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

다양한 모듈을 제외할 수 있다.

@Excludes({com.example.unwanted.GlideModule.class, com.example.conflicing.GlideModule.class}) 
@GlideModule 
public final class My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

Excludes는 LibraryGlideModule과 레거시를 제외하는데 사용되고, Glide v3로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여전히 진행중이라면 
GlideModule 구현체를 deprecated 시킨다.

메니페스트 파싱
Glide v3의 GlideModule과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Glide는 애플리케이션과 포함된 라이브러리 모두에서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계속 파싱하고 매니페스트에 나열된 기존 GlideModules를 포함한다. 이 기능은 향후 버전에서 제거 
될 예정이지만 전환을 쉽게하기 위해 지금은 동작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Glide v4에서 AppGlideModule 및 LibraryGlideModule로 마이그레이션 한 경우 매니페스트 파싱을 완전히 비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Glide의 초기 시작 시간을 개선하고 메타 데이터 구문 분석을 시도 할 때 발생할 수있는 몇 가지 잠재적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매니페스트 파싱을 비활성화하려면 AppGlideModule 구현에서 isManifestParsingEnabled() 메서드를 재정의한다.

@GlideModule 
public final class MyAppGlideModule extends AppGlideModule { 
  @Override 
  public boolean isManifestParsingEnabled() { 
    return false; 
  } 
}

캐시
기본적으로 Glide는 새로운 이미지 요청을 시작하기 전에 캐시의 여러 계층을 검사한다.

 활성화 된 리소스 - 이 이미지가 지금 다른 View에 표시되는가?

 메모리 캐시 - 이 이미지가 최근에 로드되었고 아직 메모리에 있는가?

 리소스 - 이 이미지가 디코딩, 변환 및 디스크캐시에 기록 된 적이 있는가?

 데이터 - 이 이미지를 가져온 데이터가 이전에 디스크 캐시에 기록 되었는가?

처음 두 단계는 리소스가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즉시 이미지를 반환한다. 두 번째 두 단계는 이미지가 디스크에 있는지 
확인하고 비동기적으로 빠르게 반환되는지 확인한다.

네 단계 모두 이미지를 찾지 못하면 Glide는 원본 소스로 돌아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원본 파일, Uri, Url 등).

Glide 캐시 기본 크기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러한 매개 변수를 구성하려면 Configuration을 참조하자.

Cache Keys
Glide4에서 모든 캐시 키는 최소 두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모델, 시그니처)

 로드 할 모델은 File, Uri, Url 등을 통해 요청된다. 만약 커스텀 모델을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hashCode()와 equals()를 구현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시그니처를 사용한다.

사실, 13 단계의 캐시 키 (활성 리소스, 메모리 캐시, 리소스 디스크 캐시)에는 다음을 비롯한 여러 데이터도 포함된다.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2c0969a2bc7c4f7cac1ce682c2e28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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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및 세로 길이

 선택적으로 Transformation 

 추가된 Option들

 요청된 데이터 타입(Bitmap, GIF 등)

활성화 된 리소스 및 메모리 캐시에 사용되는 키는 Bitmap 또는 기타 디코딩 시간 전용 매개 변수의 구성에 영향을주는 것과 같은 메
모리 옵션을 수용하기 위해 리소스 디스크 캐시에서 사용되는 키와 약간 다르다.

디스크에서 디스크 캐시 키의 이름을 생성하기 위해 키의 개별 요소를 해시하여 단일 문자열 키를 만든 다음 디스크 캐시에서 파일 이
름으로 사용한다.

캐시 환경설정
Glide는 요청별로 로드가 Glide의 캐시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디스크 캐시 전략
DiskCacheStrategy는 diskCacheStrategy() 메서드와 함께 개별 요청에 적용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전략을 사용하면 로드시 디
스크 캐시를 사용하거나 쓰는 것을 방지한다. 또는 로드를 뒷받침하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만 캐시하거나 로드에 의해 생성된 변
환된 썸네일만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둘 다 캐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전략인 AUTOMATIC은 로컬 및 원격 이미지에 대해 최적의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 AUTOMATIC은 원격 데이터를 로드 할 때 
(예 : URL에서) 로드를 뒷받침하는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만 저장한다. 원격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이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크
기를 조정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로컬 데이터의 경우 AUTOMATIC은 두 번째 썸네일 크기 또는 타입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변환된 썸네일만 저장한다.

DiskCacheStrategy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diskCacheStrategy(DiskCacheStrategy.ALL) 
  .into(imageView);

캐시로부터만 로드하기
경우에 따라 이미지가 캐시에 없는 경우 로드가 실패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요청별로 onlyRetrieveFromCache() 메서드를 사용
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onlyRetrieveFromCache(true) 
  .into(imageView);

이미지가 메모리 캐시 또는 디스크 캐시에서 발견되면 로드된다. 그렇지 않고,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로드가 실패한다.

캐시 건너뛰기
특정 요청이 디스크 캐시나 메모리 캐시 또는 둘 모두를 건너뛰도록 하기위해 Glide가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한다.

메모리 캐시만 건너뛰려면 skipMemoryCache()를 사용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skipMemoryCache(true) 
  .into(view);

디스크 캐시만 건너뛰려면 DiskCacheStrategy.NONE을 사용한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diskCacheStrategy(DiskCacheStrategy.NONE) 
  .into(view);

이러한 옵션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https://bumptech.github.io/glide/javadocs/400/com/bumptech/glide/load/engine/DiskCacheStrategy.html
https://bumptech.github.io/glide/javadocs/400/com/bumptech/glide/request/RequestOptions.html#diskCacheStrategy-com.bumptech.glide.load.engine.DiskCacheStrategy-
https://bumptech.github.io/glide/javadocs/400/com/bumptech/glide/request/RequestOptions.html#onlyRetrieveFromCache-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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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de.with(fragment) 
  .load(url) 
  .diskCacheStrategy(DiskCacheStrategy.NONE) 
  .skipMemoryCache(true) 
  .into(view);

일반적으로 캐시를 건너 뛰지 않는것이 좋다. 이미지를 가져오고, 디코딩 및 변환하여 새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캐시에서 이
미지를 로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만약 캐시에 있는 아이템을 갱신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나오는 캐시 무효화를 참조하자.

캐시 무효화
디스크 캐시는 해시키이므로 디스크에서 특정 url 또는 파일 경로에 부합하는 모든 캐시파일을 간단히 지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다. 
만약 원본이미지를 로드 하거나 캐시하는 것을 허용하면 문제는 더 간단해진다. 하지만 Glide는 썸네일을 캐싱하고 다양한 변형을 제
공할 때 각각 캐시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캐시된 모든 버전의 이미지를 추적하고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캐시 파일을 무효화 하는 모범사례는 가능한 경우 콘텐츠(url, uri, 파일경로 등)가 변경 될 때 식별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커스텀 캐시 무효화
식별자 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Glide는 사용자가 제어하는 추가 데이터를 캐시 키에 혼합 할 수있는 
signature() API도 제공한다. 시그니처는 미디어 저장소 콘텐츠 및 일부 버전 관리 메타 데이터를 유지할 수있는 모든 콘텐츠에서 잘 
동작한다.

미디어 스토어 콘텐츠 - 미디어 스토어 콘텐츠에서는 Glide의 MediaStoreSignature 클래스를 시그니처로 사용할 수 있다. 
MediaStoreSignature는 수정시간, mime 타입, 미디어 스토어 아이템의 방향을 합쳐서 캐시키로 사용한다. 이러한 3가지 속성은 
확실히 변경사항 및 갱신사항을 구분하여 미디어 스토어 썸네일을 캐싱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일 - ObjectKey를 사용하여 파일의 수정 시간을 혼합할 수 있다.

Url - url을 무효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버쪽에서 url을 변경하고 콘텐츠의 url이 변경되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만, ObjectKey를 또한 사용하여 (버전 넘버와 같은)임의의 메타데이터로 대신 혼합할 수 있다.

로드시 시그니처를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Glide.with(yourFragment) 
    .load(yourFileDataModel) 
    .signature(new ObjectKey(yourVersionMetadata)) 
    .into(yourImageView);

미디어 스토어 시그니처는 또한 MediaStore의 간단한 데이터이기도 하다.

Glide.with(fragment) 
    .load(mediaStoreUri) 
    .signature(new MediaStoreSignature(mimeType, dateModified, orientation)) 
    .into(view);

Key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고유한 시그니처를 정의 할 수도 있다. equals(), hashCode() 및 updateDiskCacheKey() 메소드를 구
현해야 한다.

public class IntegerVersionSignature implements Key { 
    private int currentVersion; 
 
    public IntegerVersionSignature(int currentVersion) { 
         this.currentVersion = currentVersion; 
    } 
    
    @Override 
    public boolean equals(Object o) { 
        if (o instanceof IntegerVersionSignature) { 
            IntegerVersionSignature other = (IntegerVersionSignature) o; 
            return currentVersion == other.currentVersion; 
        } 
        return false; 
    } 
  
    @Override 
    public int hashCode() { 
        return currentVersion;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22b3ca4cf5a045c296775ca3d1be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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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ride 
    public void updateDiskCacheKey(MessageDigest md) { 
        messageDigest.update(ByteBuffer.allocate(Integer.SIZE).putInt(signature).array()); 
    } 
}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이미지를 로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버전 관리 메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로드해야한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식별자를 변경하거나 적절한 버전 메타 데이터를 추적 할 수없는 경우 diskCacheStrategy() 및 
DiskCacheStrategy.NONE을 사용하여 디스크 캐싱을 완전히 비활성화 할 수도 있다.

리소스 관리
Glide의 디스크 및 메모리 캐시는 LRU이므로 지속적으로 한계점 또는 그 한계점에 근처에 도달 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더 많은 메모리 
및 / 또는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추가적인 유연성을 위해 Glide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관리 할 수 있는 몇 가
지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더 큰 메모리 캐시, Bitmap 풀 및 디스크 캐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캐시 크기를 변경
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성능을 신중하게 측정하여 성능 / 크기 절충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메모리 캐시
기본적으로 Glide의 메모리 캐시와 BitmapPool은 ComponentCallbacks2에 응답하고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캐시 또는 BitmapPool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지울 필요가 없다. 그러
나 필요한 경우 Glide는 몇 가지 수동 옵션을 제공한다.

영구적인 사이즈 변경

애플리케이션에서 Glide에 사용할 수 있는 RAM양을 변경하려면, Configuration 페이지를 확인하자.

임시 사이즈 변경

Glide가 앱의 특정 부분에서 더 많은 혹은 적은 메모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면 setMemoryCategory를 사용할 수 있
다.

Glide.get(context).setMemoryCategory(MemoryCategory.LOW); 
// 또는 
Glide.get(context).setMemoryCategory(MemoryCategory.HIGH);

앱의 메모리 또는 성능에 민감한 영역의 설정을 신경쓰지 않을때는 메모리 카테고리를 다시 리셋해야 한다.

Glide.get(context).setMemoryCategory(MemoryCategory.NORMAL);

메모리 정리하기

Glide의 캐시 메모리 영역과 BitmapPool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clearMemory()를 호출하면 된다.

// 이 메서드는 반드시 메인 쓰레드에서 호출 되어야 한다. 
Glide.get(context).clearMemory();

모든 메모리를 삭제하는 것은 특히 효율적이지 않으며 버벅거림과 로드 시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피해야한다.

디스크 캐시
Glide는 런타임시 디스크 캐시 크기에 대한 제한된 제어만 제공하지만 크기와 구성은 AppGlideModule에서 변경할 수 있다.

영구적인 사이즈 변경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Glide의 디스크 캐시에 사용 가능한 sdcard 공간을 변경하려면, Configuration 페이지를 확인하자.

디스크 캐시 정리하기

디스크 캐시의 모든 항목을 지우려면 clearDiskCache()를 호출하자.

// 이 메서드는 반드시 백그라운드에서 호출 되어야 한다. 
Glide.get(applicationContext).clearDiskCache();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2c0969a2bc7c4f7cac1ce682c2e28a4c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12423c79da5a46dc9fdc6a8a51253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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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재사용
Glide의 리소스는 Bitmap, byte 배열, int 배열, 다양한 POJO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Glide는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변동량을 제한하
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리소스를 재사용 하려고 한다.

Benefits
모든 사이즈의 객체를 과도하게 메모리에 할당하면 애플리케이션의 GC (가비지 수집) 오버헤드가 크게 증가 할 수 있다. Android의 
Dalvik 런타임은 최신 ART 런타임보다 GC 패널티가 훨씬 더 높지만 과도한 할당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
하시킨다.

Dalvik
Dalvik 기기(Lollipop 이전)는 메모리 할당에 대해 예외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다.

Dalvik에는 GC_CONCURRENT 및 GC_FOR_ALLOC의 두 가지 기본 모드가 있다. 둘 다 logcat에서 볼 수 있다.

GC_CONCURRENT는 각 컬렉션에 대해 약 5ms동안 메인 스레드를 두 번 차단한다. 각 작업이 단일 프레임 16ms)보다 작기 때
문에 GC_CONCURRENT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임을 드랍시키지 않는편이다.

GC_FOR_ALLOC는 125ms 동안 메인 스레드를 차단할 수있는 stop the world(모든 Thread의 작업이 멈추는 상태) 수집 방식
이다. GC_FOR_ALLOC는 사실상 항상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프레임을 드랍하여 특히 스크롤하는 동안 눈에 띄는 끊김 현상을 유
발한다.

불행히도 Dalvik은 보통의 사이즈 할당 (예 : 16kb 버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반복적인 중간 할당 또는 단일 큰 할당 
(예 : Bitmap)은 GC_FOR_ALLOC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더 많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더 많은 stop the world 가비지 수집이 생기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많은 프레임이 드랍된다.

중-대형 자원 재사용시 Glide는 버벅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stop the world 가비지 수집을 회피한다.

Glide가 리소스를 추적하고 재사용하는 방식
Glide는 리소스 재사용에 대해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Glide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회에 따라 리소스를 재사용하지만 
Glide는 호출자가 각 요청 후 리소스를 재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호출자가 리소스 사용이 완료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아래 참조) 리소스는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지 않는다.

Reference counting(참조 횟수)
리소스가 사용중인 시기와 재사용이 안전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Glide는 각 리소스에 대한 참조 횟수를 유지한다.

참조 횟수의 증가
리소스를 로드하는 into()를 호출 할 때마다 해당 리소스에 대한 참조 횟수가 1씩 증가한다. 동일한 리소스가 두 개의 다른 Target에 로
드되면 두 로드가 완료된 후 참조 횟수가 2가 된다.

참조 횟수의 감소
참조 횟수는 호출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리소스 사용이 완료되었음을 알릴 때 감소한다.

 리소스가 로딩된 View 또는 Target에서 clear()를 호출하는 경우

 새로운 리소스에 대한 요청으로 View 또는 Target에서 into()가 호출된 경우

리소스 해제
참조 횟수가 0에 도달하면 리소스가 해제되고 재사용을 위해 Glide로 반환된다. 리소스가 재사용을 위해 Glide로 반환 된 후 계속 사
용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경우처럼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

 getImageDrawable()을 사용하여 ImageView에 로드된 Bitmap 또는 Drawable을 가져오고 이를 표시하는 경우 
(setImageDrawable() 사용하거나 애니메이션에서 TransitionDrawable 사용 또는 기타 메서드를 사용할 때).

 SimpleTarget을 사용하여 onLoadCleared()를 구현하고 해당 콜백의 View에서 리소스를 제거하지 않고 리소스를 View에 로드 
하는 경우

 Glide로 로드 된 모든 Bitmap에서 recycle()을 호출하는 경우

해당 View 또는 Target을 지운 후 리소스를 참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해당 리소스가 파괴되거나 다른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재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리소스를 계속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의되지 않은 동작, 그래픽 손상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lide로 리소스가 해제 된 후 Bitmap은 BitmapPool에 저장되고 향후 어느 시점에서 새 이미지의 바이트를 보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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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될 수 있거나 recycle()이 호출 될 수 있다 (또는 둘 다). 두 경우 모두 Bitmap을 계속 참조하고 원본 이미지를 포함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Pooling
대부분의 Glide 재활용 로직은 Bitmap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리소스 구현은 recycle()을 구현하고 포함 할 수 있어,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풀링 할 수 있다. ResourceDecoder는 원하는 Resource API 구현을 자유롭게 반환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체 리소스 
및 ResourceDecoder를 구현하여 새로운 타입에 대한 추가 풀링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Bitmap의 경우 Glide는 리소스가 Bitmap 객체를 얻고 재사용 할 수있는 BitmapPool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Glide의 
BitmapPool은 Glide 싱글톤을 사용하여 모든 Context로부터 얻을 수 있다.

Glide.get(context).getBitmapPool();

마찬가지로 Bitmap 풀링에 대한 더 많은 제어를 원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BitmapPool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GlideModule을 사용하여 Glide에 제공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onfiguration 페이지를 참조하자.

일반적인 에러
안타깝게도 풀링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리소스나 Bitmap을 오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Glide는 가능한 경우 Assertion을 추
가하려고 시도하지만 기본 Bitmap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출자가 clear() 또는 새로운 요청을 통해 사용했다고 할 때 Bitmap 
또는 기타 리소스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보장 할 수 없다.

리소스 재사용 에러 증상
Glide의 Bitmap 또는 기타 리소스 풀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우리가 보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 중
일부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만 전체 목록은 아니다.

Cannot draw a recycled Bitmap
Glide의 BitmapPool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Bitmap이 재사용되지 않고 풀에서 제거되면 Glide는 recycle()을 호출한다. 애플리케
이션이 Glide에서 재활용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표시 한 후에도 실수로 Bitmap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Bitmap 그리
기를 시도하여 onDraw()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대상이 두 개의 ImageView에 사용되고 있고 ImageView 중 하나가 BitmapPool에 배치 된 후에도 재활용 된 
Bitmap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재활용 오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1 Bitmap을 풀에 넣을 때

2 Bitmap을 재활용 할 때 

3 Bitmap 풀과 메모리 캐시의 사이즈가 Bitmap을 재활용하게 만드는 경우

이 문제를 더 쉽게 재현 할 수 있도록 다음 스니펫을 GlideModule에 넣을 수 있다.

@Override 
public void applyOptions(Context context, GlideBuilder builder) { 
    int bitmapPoolSizeBytes = 1024 * 1024 * 0; // 0mb 
    int memoryCacheSizeBytes = 1024 * 1024 * 0; // 0mb 
    builder.setMemoryCache(new LruResourceCache(memoryCacheSizeBytes)); 
    builder.setBitmapPool(new LruBitmapPool(bitmapPoolSizeBytes)); 
}

위의 코드는 메모리 캐싱이 없고 BitmapPool의 크기가 0인지 확인한다. 따라서 Bitmap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재활용된다. 디버깅 
목적일 때 문제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난다.

Can’t call reconfigure() on a recycled bitmap
Bitmap이 BitmapPool에 여러 번 반환되거나 풀로 반환되지만 View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 다른 이미지가 Bitmap으로 디코
딩 될 수 있다. 이 경우 Bitmap의 내용이 새 이미지로 바뀐다. View는 이 프로세스 중에 여전히 Bitmap을 그리려고 시도 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산출물이 발생하거나 원래 View에 새 이미지가 표시된다.

재사용 에러의 원인
재사용 에러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에러 증상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원인을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서 재사용 오류를 디버깅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소개한다.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2c0969a2bc7c4f7cac1ce682c2e28a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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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Target에 두개의 다른 리소스를 로드하려고 할 때
Glide에서 단일 Target에 여러 리소스를 로드하는 안전한 방법은 없다. 사용자는 thumbnail() API를 사용하여 일련의 리소스를 
Target에 로드 할 수 있지만 다음에 onResourceReady()를 호출 할 때까지 각 이전 리소스를 참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은 실제로 두 번째 View를 사용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두 번째 View에 로드하는 것이다. ViewSwitcher는 별
도의 요청으로 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간에 교차 fade를 허용하여 잘 작동 할 수 있다. 두 개의 ImageView 자식이 있는 레이아웃
에 ViewSwitcher를 추가하고 into(ImageView)를 각 자식에 한 번씩 두 번 사용하여 두 이미지를 로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반드시 동일한 뷰에 여러 리소스를 로드해야 한다. 두 개의 개별 Target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로드가 서로 취소되
지 않도록 하려면 사용자가 ViewTarget 하위 클래스를 피하거나 커스텀 ViewTarget 하위 클래스를 사용하고 요청을 저장하는데 
View의 태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setRequest() 및 getRequest()를 재정의해야한다. 이것은 고급 사용법이며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
는다.

Target에 리소스를 로딩한 뒤 Target을 정리 또는 재사용하거나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것
이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onLoadCleared()가 호출 될 때 리소스에 대한 모든 참조가 무효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Bitmap을 로드한 다음 Target을 역 참조하고 Target에서 into() 또는 clear()를 다시 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Bitmap을 로드하고 대상을 지운 다음 나중에 Bitmap을 계속 참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리소스를 View에 로드한 다
음 getImageDrawable()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View에서 리소스를 얻고 다른 곳에서 계속 참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Transformation<Bitmap>에서 원본 Bitmap을 재활용하는 것
JavaDoc의 Transformation을 보면, transform()에 전달된 원본 Bitmap은 Transformation에서 반환된 Bitmap이 transform()에 
전달된 인스턴스와 동일한 인스턴스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재활용된다. 이것은 Picasso와 같은 다른 로더 라이브러리와의 중요한 차
이점이다. BitmapTransformation은 Glide의 리소스 생성을 처리하기 위한 보일러플레이트를 제공하지만 재활용은 내부적으로 수행
되므로, Transformation과 BitmapTransformation 모두 전달된 Bitmap 또는 Resource를 재활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커스텀 BitmapTransformation을 BitmapPool에서 가져오면 transform()에서 반환하지 않는 중간 Bitmap은 BitmapPool에 
다시 넣거나 recycle()을 호출해야 하지만 둘 다 가져서는 안된다. Glide에서 얻은 Bitmap은 절대 recycle()해서는 안된다.

디버깅

Local Logs
기기에 액세스 할 수있는 경우 adb logcat 또는 IDE를 사용하여 몇 개의 로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을 사용하여 여기에 언급된 모든 
태그에 대해 로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adb shell setprop log.tag.<tag_name> <VERBOSE|DEBUG>

VERBOSE 로그는 더 장황하지만 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태그에 따라 VERBOSE와 DEBUG를 모두 시도하여 어떤 정보가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청 에러
가장 이해하기 쉬운 최고 수준의 로그는 Glide 태그로 기록된다.

adb shell setprop log.tag.Glide DEBUG

Glide 태그는 성공 및 실패한 요청과 로그 수준에 따라 다른 세부 수준을 모두 기록한다. 성공한 요청을 기록하려면 VERBOSE를 사용
해야 한다. DEBUG를 사용하여 자세한 오류 메시지를 기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tLogLevel(int)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Glide 로그 태그의 상세도를 제어 할 수도 있다. setLogLevel을 사용
하면 개발자 빌드에서 더 자세한 로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릴리스 빌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Unexpected cache misses(캐시 실패)
Glide의 캐싱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싱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ngine 로그 태그는 요청이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리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체 메모리 캐시 키를 
포함한다. 한 곳에서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디버깅하려는 경우 Engine 태그를 사용하면 캐시 키
를 직접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otion.so/Glide-ce58378c731e4521a064c30bea2118e7#3936a894e1d04dd19d3bed738537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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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각 요청에 대해 Engine 태그는 요청이 캐시, 활성 리소스, 기존 로드 또는 새 로드에서 완료 될 것임을 기록한다. 캐시는 리소스
가 사용 중이 아니었지만 메모리 캐시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활성 리소스는 일반적으로 View에서 다른 Target이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로드는 리소스를 메모리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대상이 이전에 동일한 리소스를 요
청했으며 로드가 이미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새 로드는 리소스가 메모리에 없거나 이미 로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요청
이 새로운 로드를 트리거 했음을 의미한다.

RequestListener 와 커스텀 로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오류 및 성공적인 로드를 추적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의 전체 캐시 적중률을 추적하거나, 로컬 로그를 더 
세밀하게 제어하려는 경우 RequestListe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RequestListener는 RequestBuilder#listener()를 사용
하여 개별 로드에 추가 할 수 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listener(new RequestListener() { 
       @Override 
       boolean onLoadFailed(@Nullable GlideException e, Object model, 
           Target<R> target, boolean isFirstResource) { 
         // 여기서 GlideException 로그를 출력한다 
         Log.e(TAG, "Load failed", e); 
 
         // 개별적인 원인들을 출력할 수도 있다. 
         for (Throwable t : e.getRootCauses()) { 
           Log.e(TAG, "Caused by", t); 
         } 
         // 또는 문제의 원인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 유용한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다. 
         e.logRootCauses(TAG); 
 
         return false; // Target에서 onLoadFailed가 호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 
 
       @Override 
       boolean onResourceReady(R resource, Object model, Target<R> target, 
           DataSource dataSource, boolean isFirstResource) { 
         // 성공 로그를 출력하거나 DataSource를 사용하여 캐시적중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return false; // Target에서 onResourceReady가 호출될 수 있도록 한다. 
       } 
    }) 
    .into(imageView);

각 GlideException에는 여러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Throwable이 있다. Glide의 각 로드는 등록된 컴포넌트 ModelLoader, 
ResourceDecoder, Encoder 등)를 사용하여 지정된 모델 (url, 파일 등)에서 지정된 리소스 Bitmap, GifDrawable 등)를 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방법을 가질 수 있다. 각 Throwable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Glide 컴포넌트 조합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
다. 특정 요청이 실패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검사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더 관련성이 높은 하나의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url을 로드 중이고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로드
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특정 HttpException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 모든 근본적 원인을 반복하고 instanceof를 사용하여 타입을 검
사 할 수 있다.

for (Throwable t : e.getRootCauses()) { 
  if (t instanceof HttpException) { 
    Log.e(TAG, "Request failed due to HttpException!", t); 
    break; 
  } 
}

HTTP 오류 이상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반복 및 instanceof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다른 타입의 예외를 감지 할 수 있다.

객체 할당을 저장하려면 여러 로드에 동일한 RequestListener를 재사용 할 수 있다.

이미지 그리고 로컬 로그 유실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고 Glide 태그 또는 Engine 태그가 있는 로그가 요청에 대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요청 실패
요청에 대해 into() 또는 submit()을 호출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두 메서드 중 하나를 호출하지 않으면 Glide에 로드를 요청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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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누락
실제로 into() 또는 submit()을 호출하고 있고 여전히 로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은 Glide
가 로드하려는 리소스로 View 또는 Target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커스텀 Target

커스텀 Target을 사용하는 경우 getSize()를 구현하고 너비와 높이가 0이 아닌 지정된 콜백을 호출하거나 메서드를 구현하는 
ViewTarget과 같은 Target을 확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View

View에 리소스를 로드하는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View가 전개를 거치지 않거나 너비 또는 높이가 0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다. visibility가 View.GONE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연결되지 않은 경우 View가 전개되지 않았을 수 있다. View 및 / 또는 부모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해 wrap_content 및 match_parent의 특정 조합이있는 경우 View는 유효하지 않거나 너비 및 높이를 0으로 받을 수 있
다. 0이 아닌 고정된 크기를 뷰에 제공하거나 특정 크기를 override(int, int) API로 Glide에 전달하여 요청할 수 있다.

메모리 초과 에러
거의 모든 OOM 오류는 Glide가 아닌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OOM의 일반적인 원인은 두가지다.

 과도한 메모리 할당

 메모리 누수(메모리가 할당 되었지만 해제 되지 않았을 때)

과도하게 큰 할당
단일 페이지를 열거나 단일 이미지를 로드하면 OOM이 발생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를로드 할 수 있다.

Bitmap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양은 너비 * 높이 * 픽셀 당 바이트다. 픽셀 당 바이트 수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
되며, Bitmap.Config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ARGB_8888 Bitmap에는 픽셀 당 4바이트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1080p 이미
지에도 8mb의 램이 필요하다. 이미지가 클수록 더 많은 램이 필요하므로 12메가 픽셀 이미지에는 상당히 큰 용량인 48MB가 필요하
다.

Glide는 제공된 Target, ImageView 또는 override() 요청 옵션에서 제공하는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한다. 
Glide에서 지나치게 큰 할당이 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Target 또는 override()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큰 이미지와 함께 
Target.SIZE_ORIGINAL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큰 할당을 수정하려면 Target.SIZE_ORIGINAL을 피하고 ImageView의 크기 또는 override()를 통해 Glide에 제공하는 것
이 합당한지 확인하자.

메모리 누수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단계 집합을 반복해서 반복하면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결국 OOM이 발생하는 경
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Android 문서에는 메모리 사용 추적 및 디버깅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다. 메모리 누수를 조사하기 위해 거의 확실하게 힙 덤프를 캡처
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후 유지되는 Fragment, Activity 또는 기타 객체를 찾고 싶을 것이다.

메모리 누수를 수정하려면 수명주기의 적절한 지점에서 파괴된 Fragment 또는 Activity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여 과도한 객체를 유지
하지 않도록 한다. 힙 덤프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를 유지하는 다른 방법을 찾고 불필요한 참조를 찾을 때 제거하자. MAT 
또는 다른 메모리 분석기를 사용하여 모든 Bitmap 객체에 대한 약한 참조를 제외한 최단 경로를 나열한 다음, 의심스러운 참조 체인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메모리 분석기에서 검색하여 각 Activity의 인스턴스가 한 번만 있고 각 
Fragment의 예상 인스턴스 수만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

“You can’t start or clear loads in RequestListener or Target callbacks”
onResourceReady, Target 또는 RequestListener의 onLoadFailed에서 새로운 로드를 시작하려고 하면 Glide에서 예외가 발생한
다. 알림을 보내는 동안 재활용되는 로드를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예외를 throw하자.

다행히 이것은 고치기 쉽다. Glide 4.3.0부터는 .error()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 error()는 기본 요청이 실패한 경우에만 새 요청을 시
작하는 임의의 RequestBuilder를 받는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error(Glide.with(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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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fallbackUrl)) 
  .into(imageView);

Glide 4.3.0 이전에는 Android Handler를 사용하여 요청과 함께 Runnable을 게시할 수도 있다.

private final Handler handler = new Handler(); 
... 
 
Glide.with(fragment) 
  .load(url) 
  .listener(new RequestListener<Drawable>() { 
      ... 
 
      @Override 
      public boolean onLoadFailed(@Nullable GlideException e, Object model,  
          Target<Drawable> target, boolean isFirstResource) { 
        handler.post(new Runnable() { 
            @Override 
            public void run() { 
              Glide.with(fragment) 
                .load(fallbackUrl) 
                .into(imageView); 
            } 
        }); 
      } 
  ) 
  .into(imageView);

“cannot resolve symbol ‘GlideApp’”
생성된 API를 사용할 때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Glide의 API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오류가 
설정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종종 관련없는 오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오류 메시지의 수로 숨겨진다. 다른 오류가 너무 많아서 빌드 로그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Gradle을 사용중인 경우 다음을 추가하여 Gradle이 출력할 오류 메시지 수를 늘려보자.

allprojects { 
  gradle.projectsEvaluated { 
    tasks.withType(JavaCompile) { 
        options.compilerArgs << "-Xmaxerrs" << "1000" 
    } 
  } 
}

하드웨어 비트맵

하드웨어 비트맵이란?
Bitmap.Config.HARDWARE는 Android Oreo에 추가 된 새로운 Bitmap 형식이다. 하드웨어 비트맵은 그래픽 메모리에만 픽셀 데이
터를 저장하며 Bitmap이 화면에만 그려지는 경우에 적합하다.

왜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해야 할까?
하드웨어 비트맵용으로 하나의 픽셀 데이터 사본만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픽셀 바이트 배열)에 픽셀 데이터 복사
본이 하나 있고 그래픽 메모리에 복사본 하나 (픽셀이 GPU에 업로드 된 후)가 있다. 하드웨어 비트맵은 GPU에 업로드 된 사본만 유지
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비트맵은 다른 비트맵에 비해 1/2 메모리만 요구한다.

하드웨어 비트맵은 그리는 시점에 텍스쳐를 업로드하여 버벅거리는 문제를 회피한다.

어떻게 하드웨어 비트맵을 활성화 할까?
일시적으로 Glide 요청에서 기본 DecodeFormat을 DecodeFormat.PREFER_ARGB_8888로 설정한다.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요청
에 대해 이렇게 하려면 GlideModule의 기본 옵션에서 DecodeFormat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 Glide는 기본값으로 하드웨어 비트맵을 로드하며, 포맷을 활성화하는 데 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비활성화 할 때만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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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드웨어 비트맵을 비활성화 할까?
하드웨어 비트맵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는 느리거나 손상된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하는 요청에 대해서만 비활성화해야 한다. 
disallowHardwareConfig()를 사용하여 특정 요청에 대해 하드웨어 비트맵을 비활성화 할 수 있다.

Glide.with(fragment) 
  .load(url) 
  .disallowHardwareConfig() 
  .into(imageView);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할 때 무엇이 깨지는가?
그래픽 메모리에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면 픽셀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알려진 모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바에서 픽셀 데이터를 읽고 쓸때 
- Bitmap#getPixel 
- Bitmap#getPixels 
- Bitmap#copyPixelsToBuffer 
- Bitmap#copyPixelsFromBuffer

네이티브 코드에서 픽셀 데이터를 읽고 쓸때

소프트웨어 Canvas에서 하드웨어 비트맵을 렌더링 할 때

Canvas canvas = new Canvas(normalBitmap) 
canvas.drawBitmap(hardwareBitmap, 0, 0, new Paint());

소프트웨어 layer type을 View에서 사용하여 Bitmap을 그릴 때 (예를 들어 그림자를 그릴 때)

ImageView imageView = … 
imageView.setImageBitmap(hardwareBitmap); 
imageView.setLayerType(View.LAYER_TYPE_SOFTWARE, null);

너무 많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열때 
각 하드웨어 비트맵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한다. 프로세스 당 FD 제한이 있다 O 및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1024, OMR1 이상
의 일부 빌드에서는 32k). Glide는 한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당된 하드웨어 비트맵 수를 제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많은 
수의 FD를 할당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ARGB_8888 비트맵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Canvas로 View 계층을 그리려는 코드에 의해 트리거되는 스크린 샷 
Oreo버전 이상에서는 PixelCopy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Shared element transition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나올 수 있다.(OMR1에서 수정됨)

java.lang.IllegalStateException: Software rendering doesn't support hardware bitmaps 
at android.graphics.BaseCanvas.throwIfHwBitmapInSwMode(BaseCanvas.java:532) 
at android.graphics.BaseCanvas.throwIfCannotDraw(BaseCanvas.java:62) 
at android.graphics.BaseCanvas.drawBitmap(BaseCanvas.java:120) 
at android.graphics.Canvas.drawBitmap(Canvas.java:1434) 
at android.graphics.drawable.BitmapDrawable.draw(BitmapDrawable.java:529) 
at android.widget.ImageView.onDraw(ImageView.java:1367) 
[snip] 
at android.view.View.draw(View.java:19089) 
at android.transition.TransitionUtils.createViewBitmap(TransitionUtils.java:168) 
at android.transition.TransitionUtils.copyViewImage(TransitionUtils.java:102) 
at android.transition.Visibility.onDisappear(Visibility.java:380) 
at android.transition.Visibility.createAnimator(Visibility.java:249) 
at android.transition.Transition.createAnimators(Transition.java:732) 
at android.transition.TransitionSet.createAnimators(TransitionSet.java:396) 
[snip]

하드웨어 비트맵을 사용시 생기는 비효율성은?
경우에 따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Bitmap 클래스는 값 비싼 그래픽 메모리 복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느린 방법이 사용되므로 빈도에 따라 하드웨어 비트맵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프레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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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Warning attempt to read pixels from hardware bitmap, which is very slow operation(하드웨어 비트맵에서 픽셀을 읽
으려는 시도는 매우 느린 작업이다.)"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StrictMode#noteSlowCall도 트리거한다.

Bitmap#copy

Bitmap#createBitmap*

Bitmap#writeToParcel

Bitmap#extractAlpha

Bitmap#sameAs

Open Source Licenses
Jekyll Docs Plugin 
 
Copyright (c) 2013 Byron Ruth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2.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Anchor JS 
 
The MIT License (MIT) 
 
Copyright (c) <year>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Bitmap.html#copy(android.graphics.Bitmap.Config,%20boolean)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Bitmap.html#createBitmap(android.graphics.Bitmap,%20int,%20int,%20int,%20int)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Bitmap.html#writeToParcel(android.os.Parcel,%20int)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Bitmap.html#extractAlpha()
https://developer.android.com/reference/android/graphics/Bitmap.html#sameAs(android.graphics.Bit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