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강

1. 오리엔테이션(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일정 공유)

2. UXUI Design Trend

3. 모바일 홈 스크린 테마 디자인 주제 설명

4. 모바일 홈스크린 포트폴리오를 위한 개별 주제 선정을 위한 리서치

03강

1. 안드로이드와 iOS UI 컴포넌트의 이해

2. 모바일 홈스크린 아이콘 디자인 실습

05강

1.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 – 컬러

2.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 –타이포그래피

3. 모바일 홈 스크린 월페이퍼 디자인 실습

07강

모바일 홈스크린 테마 제작 완료 & 크리틱

02강

1. UXUI 정의와 차이

2. 아이콘의 정의와 제작방법

3. UI 관련 용어와 제스처 알아보기

04강

1. 안드로이드와 iOS 네비게이션의 이해

2. 모바일 홈 스크린 아이콘 디자인 실습

06강

1. 모바일 홈 스크린 디자인 실습

2. 스토어 등록에 필요한 아이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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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강

1. 모바일 앱의 종류와 특징

2.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와 사례

3. 모바일 앱 포트폴리오 주제선정을 위한 리서치

10강

1. Adobe XD의 기본기능과 핵심기능 살펴보기

2. 모바일 앱 업종별 케이스 스터디

3. 와이어 프레임 제작 방법과 중요 화면 제작

12강

1. 무드보드 제작 방법과 디자인 컨셉 도출

2. 무드보드 제작 실습

14강

1. Adobe XD를 활용한 iOS 주요화면 디자인 실습

2. 포트폴리오 주제에 대한 디자인 스타일 정하기

09강

1. 모바일 앱 디자인에 필요한 디자인 툴 살펴보기

2. 모바일 앱의 단위와 화면 해상도의 이해

3. 주제 선정 및 유사/경쟁 앱 장단점과 UI 개선점 도출

11강

Adobe XD를 활용한 주요 기능 UI flow 제작하기

13강

1. Adobe XD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주요화면 디자인 실습

2. 무드보드를 통한 디자인 컨셉 구체화

15강

Splash, Walk through 스크린 디자인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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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로그인, 메인 스크린 디자인 실습

18강

주요 기능 화면 디자인 실습 (2)

20강

디자인 진행사항 중간점검 및 개선점 도출

22강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17강

주요 기능 화면 디자인 실습 (1)

19강

주요 기능 화면 디자인 실습 (3)

21강

1. 디자인 스타일가이드와 GUI 개발 가이드라인

2. 제플린을 활용한 퍼블리셔/개발자와 협업 방법

23강

Adobe XD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방법과 실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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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1. 웹디자인에 필요한 레퍼런스 사이트와 자료 공유

2. 업계 프로모션 디자인 케이스 스터디

3. 프로모션 웹 디자인 줏 선정을 위한 리서치

4. 주제 선정

27강

1. 웹디자인 구성요소 – 웹 타이포그래피

2. 웹 디자인에서의 타이포그래피 하이어라키

3.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29강

1. 웹 디자인 구성요소 – 레이아웃과 구도

2.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31강

1. 프로모션 웹 디자인 완성 및 크리틱

26강

1. 웹사이트의 해상도

2. 그리드 디자인의 이해와 활용방법

3. 웹디자인에 필요한 포토샵 핵심 기능 실습

4.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28강

1. 웹디자인 구성요소 – 이미지 활용 방법

2.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30강

1. 웹 디자인 구성요소 – 컬러

2. 개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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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1. 반응형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의 이해

2. 국내외 반응형 웹사이트 케이스 스터디

3.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한 리서치

34강

1. 키워드 추출과 무드 보드 제작을 통한 디자인 컨셉 시각화하기

2. 웹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의 이해

36강

데스크탑 버전의 디자인 제작 (1)

38강

데스크탑 버전의 디자인 제작 (3)

40강

모바일 버전 디자인 제작 (2)

33강

주제 선정 및 화면 설계서 작성 실습

35강

1. 반응형 웹 디자인 레이아웃 패턴 이해하기

2. 반응형 웹의 레이아웃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시안 제작

37강

데스크탑 버전 디자인 제작 (2)

39강

모바일 버전 디자인 제작 (1)

41강

반응형 웹 디자인 완성 및 크리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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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1. 포트폴리오 구성 이론

2.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3. 포트폴리오 예시

4. 포트폴리오 구성 컨셉 잡기

5. 문서의 표지 디자인과 기본 구성 페이지 디자인

44강

포트폴리오 문서 용량 및 이미지 퀄리티 최적화 하는 방법

46강

포트폴리오 문서 제작 (2)

48강

포트폴리오 최종 발표

43강

1. 목업 디자인 활용 방법

2. 문서의 표지 디자인과 기본 구성 페이지 디자인

45강

포트폴리오 문서 제작 (1)

47강

포트폴리오 문서 최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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