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1:8 웹 개발 왕초보 입문 1기
부동산 디벨로퍼 실무 :
개발사례 중심의 부동산 디벨로퍼전문가 양성 CAMP

코스명

코딩 1:8 웹 개발 왕초보 입문 1기

운영 기간

2022년 07월 04일 ~ 08월 14일(총 6주)

수강 기간

2022년 07월 04일 ~ 09월 03일 자정까지 (총 2달)

장소

온라인 강의장 / 디스코드 접속

준비물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개인 랩탑

담당자

02-501-9396 / help-gathering@fastcampus.co.kr

상세페이지 url

fastcampus.co.kr/dev_online_coding18web

1:8 소그룹으로 학습관리 받으면서 제대로 코딩에 입문하는 강의
웹사이트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개발까지 8시간으로 끝낼 수 있다.

태어나서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코딩은 디지털 시대의 '영어'와 같습니다.
코딩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커리어 차이,
패스트캠퍼스는 6년 간 그 충격적인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코딩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코딩18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CURRICULUM

0. 코딩18 웹개발 강의 소개

[기본 강의]
0주차.
파트별 수강시간 00:03:07

CURRICULUM

[기본 강의]
1주차.

0. 1주차 강의 소개
1. 배울 것들
2. 환경 구성
3. [실습] 게시판 리스트 만들기(1)
4. [실습] 게시판 리스트 만들기(2)
5. HTML 기본
6. CSS 기본

파트별 수강시간 02:20:16

7. 부트스트랩 살펴보기
8. 파일 관리하기
9. [실습]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게시판 리스트 만들기
10. JavaScript 기본
11. Javascript 기본 문법: 변수
12. JavaScript 기본 문법: 제어문(1) 조건문
13. JavaScript 기본 문법: 제어문(2) 반복문
14. JavaScript 기본 문법: 함수와 이벤트
15. [실습] 게시판 리스트에 클릭 이벤트 연결하기
16. 1주차 정리 & 숙제 설명
17. [숙제풀이][당당마켓] 상품 리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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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기본 강의]
2주차.

0. 2주차 강의 소개
1. 배울 것들
2. jQuery 시작하기
3. 게시판 클릭 이벤트에 jQuery 적용하기
4. jQuery를 활용한 태그 조작
5. 서버와의 통신 이해하기
6. API 이해하기

파트별 수강시간 01:27:27

7. Ajax 연습하기
8. [실습] 게시판 클릭 이벤트에 Ajax 제어 연결하기
9. 2주차 정리 & 숙제 설명
10. [숙제풀이][당당마켓] 상품 리스트 상세 추가하기

CURRICULUM

[기본 강의]
3주차.

0. 3주차 강의 소개
1. 배울 것들
2. 환경 구성
3. 파이썬 기본 문법: 변수
4. 파이썬 기본 문법: 제어문
5. 파이썬 패키지 살펴보기
6. 웹 스크래핑(크롤링)에 대한 이해

파트별 수강시간 01:40:09

7. 웹 스크래핑(크롤링) 실습
8. 몽고DB 이해하기
9. 몽고DB 설치하기
10. 몽고DB 조작하기
11. 웹 스크래핑(크롤링) 결과 저장출력하기(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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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강의]
4주차.

0. 4주차 강의 & 부록 소개
1. 배울 것들
2. 서버 실행하기
3. 응답 만들기: 화면
4. 응답 만들기: API
5. 파일 관리하기
6. [모바일 청첩장] 프로젝트 설정

파트별 수강시간 02:03:22

7. [모바일 청첩장] 뼈대 준비하기
8. [모바일 청첩장] 화면 응답 만들기(1)
9. [모바일 청첩장] 화면 응답 만들기(2)
10. [모바일 청첩장] 캘린더 만들기 기본
11. [모바일 청첩장] 방명록 남기기, 만들기 (POST)(1)
12. [모바일 청첩장] 방명록 남기기, 만들기 (POST)(2)
13. [모바일 청첩장] 방명록 목록 만들기 (GET)
14. 4주차 정리 & 숙제 설명
15. [당당마켓] 서버 구성 및 상품 등록하기 만들기

CURRICULUM

[기본 강의]
5주차.

1. 5주차 강의 소개 및 배울 것들
2. AWS 서버 준비하기
3. 서버에 프로젝트 배포하기
4. 백그라운드 실행에 대해 이해하기
5. 도메인 연결하기
6. OpenGraph(Og태그)와 SEO 대해 이해하기
7. OpenGraph 적용하기

파트별 수강시간 00:48:29

8. 5주차 정리 & 숙제 설명
9. [당당마켓]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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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강의]
1주차.

1. HTML 상세 살펴보기
2. CSS 상세 살펴보기
3. 부트스트랩 확장하기
4. CDN 부트스트랩 파일은 어떻게 관리해야할까

파트별 수강시간 00:31:30

CURRICULUM

[추가 강의]
2주차.
파트별 수강시간 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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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Query indicator 심화
2. jQuery를 활용한 태그 조작 심화

CURRICULUM

[추가 강의]
3주차.

1. 파이썬 패키지 관리 방법
2. 웹 스크래핑 selector에 대한 이해
3. 웹 스크래핑 심화 실습

파트별 수강시간 00:31:47

CURRICULUM

[추가 강의]
4주차.
파트별 수강시간 0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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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청첩장] 코드 스니펫 뜯어보기
2. [모바일 청첩장] 방명록 목록 Pagination 만들기
3. [모바일 청첩장] 방명록 목록 화면 Pagination 만들기

CURRICULUM

[추가 강의]
4주차 부록.

1. [모바일 청첩장] 아코디언 기능을 통한 계좌번호 안내 만들기
2. [모바일 청첩장] 메인 이미지에 눈내리는 효과 개발하기
3. [모바일 청첩장] 지도 표시 개발하기
4. [모바일 청첩장] 이미지 슬라이드 개발하기
5. [모바일 청첩장] 이미지 원본보기 기능 개발하기
6. [당당마켓] 텍스트 편집기 기능 적용하기
7. [당당마켓] 이미지 업로드 기능 적용하기

파트별 수강시간 00:31:47

CURRICULUM

[추가 강의]
5주차.
파트별 수강시간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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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당마켓] 주소 검색 기능 개발하기

1. AWS 서비스 둘러보기

이태화
現) (주) 엘에이에이치 대표이사
現)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약력]
∙ 패스트캠퍼스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비전공자를 위한 파이썬
업무자동화 강의 출강
∙ 우아한형제들, KB국민은행, 신한두드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Python 및 빅데이터분석 기업 교육 출강

강사님의 한마디
많은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렵고 힘들어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따라오시면 분명히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항

수강 방법

환불 규정

-

상황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할인이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패스트캠퍼스의 모든 온라인 강의는 아이디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1개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

별도의 주의사항은 각 강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패스트캠퍼스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사전 예약 판매 중인 강의의 경우 1차 공개일정에 맞춰 ‘온라인 강의 시청하기’가 활성화됩니다.

-

온라인 강의는 각 과정 별 '정상 수강기간(유료수강기간)'과 정상 수강기간 이후의 '복습
수강기간(무료수강기간)'으로 구성됩니다.

-

환불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100% 환불 가능 (단, 수강하셨다면 수강 분량만큼 차감)

수강 시작 후 7일 경과

정상(유료) 수강기간 대비 잔여일에 대해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 강의별 환불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강의 상세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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