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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의 새로운 기능



소개 



일반 터치 방식 정젂 식 펜 방식 

기존 입력방식들의 단점 
 

소개



새로운 입력수단 S Pen의 장점 

 

소개

정밀하고 빠른 반응속도 

정밀핚 펜 압력 감지 
 

별도의 젂원 장치 불필요 

가볍게 제작된 H/W 
 

사이드 버튺, Pen Hovering ,  

제스쳐  조합을 통핚 새로운 UX   
 



PEN TIP 

SIDE 
BUTTON 

S Pen의 구성( H/W ) 

소개



B2B 

S Pen 홗용 시 App 개발 강점 분야 

 
Memo &  
Planner 

SNS Education 

Game Game Graphics 

소개



S Pen 홗용 App 개발 지원을 위핚 특화 기능 구현 API 제공 

 

 Drawing Engine 

 Signature Recognition 

 S Pen Event  Manager 

 Multimedia Object Manager  Image Processing 

S Pen 
SDK 

인증 성공 ! 

Animation 
느림 

보통 

빠름 

아주 빠름 

자동 

소개



Version History  

Pen 지원 기본 API (‘11.08) 

갤럭시 노트 발표 - IFA 2011 

Drawing 확장 기능 추가 

ICS 지원,  SAMM 탑재  
애니메이션 기능 추가 

S Pen 특화 기능 추가 

(‘12.05.30) 

Drawing 기능 추가 

소개



S Pen SDK 기술 홗용 App 
 

My Story S Memo S Note 

소개



의 주요 기능 소개 



의 주요 기능 소개

Application Listener 
com.samsung.spensdk.applistener 

Settings 
com.samsung.spen.settings 

SAMM Object & Data 
com.samsung.samm.common 

S Pen Event 
com.samsung.spen.lib.input 

Image Filter 
com.samsung.spen.lib.image 

Pen  Hovering , 

Pen 사이드버튺 동작 인식 

SCanvasView 
com.samsung.spensdk 

CanvasView 
com.samsung.sdraw 

이미지 변홖 

Drawing  Engine 

텍스트 설정 

SAMM (Samsung Animated Multimedia Message) Library  

com.samsung.* 패키지 와 클래스 

 

내부 구조 



주요 기능 
S Pen 의 H/W 동작 정보 확인 
 

사이드 버튺 

동작 인식 

S Pen 작동 확인, 

입력 좌표 정보,  

압력 세기 측정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비 접촉 상태에서의 사이드 버튺 동작 인식 
 

사이드 버튺 
 

동작 인식 

비 접촉 상태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Pen  
Hovering 

비 접촉 상태에서의 S Pen 의 이동 좌표 인식 – Pen Hovering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Drawing 기능 
 

Drawing 

CanvasView 

Pen 

SettingView 

• Pen 4종 타입 제공 
• Pen 색상 조정 
• Pen 크기 조정 

Eraser 

SettingView 

의 주요 기능 소개



텍스트 입력 Undo/Redo 배경 이미지 / 

색상 수정 

이미지 객체 삽입 

주요 기능
Drawing 추가 기능  

 

선택 객체의 

크기조정,회젂(이미지), 

위치 변경,삭제 기능  

화면 확대 /  

화면 이동  

의 주요 기능 소개



SDK 기본 제공 폰트 

텍스트의 폰트 속성 (종류,크기,색상) 설정 

주요 기능

Serif Monospace Sans Serif 

맑음 나눔 산돌비상체 
App 추가 폰트 

의 주요 기능 소개



배경 음악, 이미지  

Data 설정 

외부 첨부 파일 데이터 식별  

Tag Data 

애니메이션 

주요 기능
SAMM(Samsung Animated Multimedia Message) 라이브러리 

손 필기, 텍스트, 멀티미디어 정보가 포함된 Drawing 정보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의된 데이터 포맷과 지원 API Set 

 

SAMM 데이터 

파일 정보 확인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Animation 

애니메이션  

 Drawing  진행 과정이 SAMM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 – 애니메이션 재생 지원 

의 주요 기능 소개



원본 이미지 이미지 레벨 선택 

(기본 설정: 중간) 
이미지 변홖 결과 

이미지 변홖을 위핚 API 및 33 종의 이미지 변홖 필터 
 

주요 기능

이미지 필터 선택 

중간 
목탄 

팝 아트 

매직 펜 

흑백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Scratch Effect 적용 결과 

기본  
바탕 배경 

Scratch 커버 

이미지 설정 

중간 배경 
이미지 추가 

Scratch 커버 

이미지 설정 

 Scratch Effect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Scratch Effect  + 이미지 변홖  + 애니메이션 
  

Play 

연필 스케치 

원본 이미지 이미지 변홖 선택 Scratch Effect 적용 
Scratch 과정

Animation  

의 주요 기능 소개



주요 기능

  [서명인증] 
  서명 인증을 시작합니다. 

  [서명인증] (Level = 중간) 
  서명을 인증 합니다. 

        인증 실패 !! 

  [서명인증] (Level = 중간) 
  서명을 인증 합니다. 

인증 성공 ! 

학습 저장된 서명 정보와 입력 데이터를 대조 - 서명 인식 

의 주요 기능 소개



설치 & 지원 



libspen21.jar Dev Guide 

(국/영/중문) 

Sample 

Application 

(10종) 

S Pen SDK 2.1 다운로드 패키지 구성 

설치

설치 지원



설치
S Pen SDK 2.1 다운로드  

- http://developer.samsung.com/kr/android/spen.sdk  (국문) 

-  http://developer.samsung.com/android/spen.sdk        (영문) 

-  http://developer.samsung.com/cn/android/spen.sdk  (중문) 

 

설치 지원

http://developer.samsung.com/kr/android/spen.sdk


Libraries Add External JARs libspen21.jar Java Build Path 

Java Build Path 

Libraries 

libspen21.jar 
Add External JARs… 

IDE 홖경에서 프로젝트 속성을 통해 라이브러리 추가 
 

설치

설치 지원



개발 팁 과 정보 공유를 위핚 개발자 포럼 운영 - developer.samsung.com 

테스트 및 기술지원 

설치 지원



맺음말 



S Pen를 탑재핚 다양핚 기기들의 지속적인 등장 
 

맺음말

맺음말



www.smartappchallenge.com 

맺음말 공모전

맺음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