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에게 딱 맞는 필수 코딩CAMP
부동산 디벨로퍼 실무 :
개발사례 중심의 부동산 디벨로퍼전문가 양성 CAMP

코스명

디자이너에게 딱 맞는 필수 코딩CAMP

기간

2019.06.22 - 07.27

일정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패스트캠퍼스 강남강의장

준비물

개인 노트북

담당자

공정필 매니저 / 02-501-0588 / help.camp.creative@fastcampus.co.kr

수강료

550,000

상세페이지 url

fastcampus.co.kr/dgn_camp_knowingdev

코딩 학습에 입문하는 디자이너에게 딱 맞춘 6주 커리큘럼을 통해 코딩 이론부터 웹 페이지
포트폴리오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실무에 딱 맞춰 준비한 코스. 현직 프론트엔드 개발자 겸 디자이너 강사님 직접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디자이너의 코딩 학습 고민을 마무리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실무
경력과 디자이너 실무 경력, 그리고 풍부한 강의 경험을 담은 탄탄한 6주 코스. 디자이너도
코딩을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무한 소스 복사의 늪과 이해되지 않는 개발의 세계에서
벗어나 내 디자인에 개발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더하세요.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필수 코딩
지식을 전합니다.

현업 프론트엔드 개발자 겸 디자이너가 고안한 6주 커리큘럼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입장 모두를 아는 강사님이 개발자와의 협업, 디자인 파일 제작 등에 꼭
필요한 개발 지식만을 전합니다.

코드 소스 복사가 아닌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코딩 실습
단순한 코딩 실습이 아닌 디자인 소스를 개발에 활용하는 디자이너에게 최적화된 실습.
코딩 글로만 배우지 말고 제대로 가져가세요.

나만의 깃허브 포트폴리오 웹 페이지 제작
이론부터 탄탄하게 준비한 개발 지식.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죠.
깃허브에 내 웹 포트폴리오를 올려 디자이너 커리어 확장을 탄탄하게 준비하세요.

1회차

디자이너를 위한 개발
- 우리는 왜 개발을 배우는걸까?”  문제상황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 서버와 클라이언트, 다양한 개발 언어 이해하기 (Backend/Frontend, Python, Node..)
- 디자이너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개발 학습 방법 : 시각적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HTML/CSS/Javascript
- 인스타그램 HTML/CSS 분석하고 변형해보기
- [기초 1단계 실습] HTML로 웹 페이지 뼈대 만들기

2회차

퍼블리싱 하기
- 웹/앱 퍼블리싱 실무 프로세스 알아보기
- HTML/CSS 실습
- 대표 속성 실습해보기/ 반응형 웹 이해하기 : 미디어쿼리
- [기초 2단계 실습] HTML/CSS로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간 소개 페이지 만들기

3회차

일 잘하는 디자이너
- 모두가 놓치기 쉬운 개발에 꼭 필요한 디자인 요소  favicon, open graph, 404, status 등
- 디자인과 실제 구현된 결과물의 차이 줄이기  디바이스 환경, 수치화, Data 등
- 수치로 인터렉션 만들기/ 개발 관련 이슈 문제 해결 방법
- [기초 3단계 실습]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웹 페이지 만들기

4회차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개발
- “왜 이렇게 디자인 하셨어요?”  코드로 디자인에 논리적 설득력 더하기
- 디자인과 개발 속도를 높여주는 “디자인 시스템” 만들기
- 디자인 구조와 규칙 만들기/ 재사용 가능한 형태(Componenet)로 디자인하기
- 코딩으로 프로토타이핑하기/ 디자인과 코딩 연결하기 : 소중한 사람을 위한 모바일 초대장 만들기

5회차

깃허브 페이지 만들기
- git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버전관리/공유/협업
- 온라인 깃 저장소 ‘깃허브’ 알아보기/ 나만의 깃허브 페이지 만들기(Jekyll)
- 깃 허브 가입하고, 깃 설치하고 레포지토리 만들기
- 테마 선택/적용하기/ 테마 커스텀하기

6회차

직접 만드는 웹 포트폴리오
- 계속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 이해하기  속도와 효율성
- 내 웹 포트폴리오 만들기/ [과제] 기획/디자인
- HTML 구조 만들고, CSS 적용하기/ 인터렉션 만들기
- 깃허브에 내 포트폴리오 웹 페이지 만들기

정은지
[약력]
- 현| (주)하우스미디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 전| (주) 옐로오투오 서비스개발팀/UI개발 매니저
- 전| UFOfactory 소셜서비스개발팀 PM/디자인 매니저
- 전| Rocketpunch 서비스개발팀 디자인 매니저

[주요 프로젝트]
Rocketpunch / Beanbrothers / 청년허브 / 그린피스 시민경찰 캠페인 /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 Pinspot / 우리펜션 / HALO / Houseapp 등

강남강의장

❖ 강의에 따라 강의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