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르타코딩클럽] 앱개발 종합반 상세 커리큘럼 (5주)

주차 수업목표 수강형태

0 수업을 듣기 위한 사전 준비하기

온라인 녹화 강의 제공

1 Flutter 앱 개발 맛보기 & Dart 문법 익히기

2 다양한 위젯을 활용해 화면 그리기

3 패키지(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 사용법
익히기 & 앱의 기능 만 들기

4 API 사용법 익히기

5 구글 애드몹 & 플레이스토어 배포

0주차 수업을 듣기 위한 사전 준비하기

1강 수강환경 튜토리얼 03:12

2강 즉문즉답 튜토리얼 04:22

3강 개발일지 튜토리얼 01:35

1주차 Flutter 앱 개발 맛보기 & Dart 문법 익히기
1강 Intro 03:41

2강 why flutter 06:21

3강 설치하기 04:43

4강 flutter 이해하기 02:49

5강 프로젝트 준비 11:10

6강 로그인 페이지 만들기 1 19:01

7강 로그인 페이지 만들기 2 10:15

8강 flutter 공부 방법 04:44

9강 Dart 문법 1 10:30

10강 Dart 문법 2 09:51

11강 숙제 - Movie Reviews 만들기 07:29

12강 Intro 03:41



2주차 다양한 위젯을 활용해 화면 그리기
1강 flutter 위젯 이해하기 14:40

2강 프로젝트 준비 05:45

3강 당근마켓 화면 만들기 (1) 17:27

4강 당근마켓 화면 만들기 (2) 11:08

5강 파일 분리 07:54

6강 좋아요 & 피드 리스트 만들기 15:30

7강 다양한 피드 이미지 보여주기 09:54

8강 숙제 - Shazam 클론 코딩 01:36

3주차 패키지 사용법 익히기 & 앱의 기능 만 들기
1강 패키지 05:56

2강 마이메모 앱 만들기 29:25

3강 상태관리 패키지 Provider 준비하기 08:33

4강 버킷 리스트 앱에 Provider 적용하기 29:00

5강 shared_preferences 를 이용해 메모 데이터 기기에 저장하기 14:46

6강 숙제 - 마이메모 추가 기능 구현 08:23

7강 flutter 위젯 이해하기 14:40

4주차 API 사용법 익히기
1강 AP! 이해하기 15:08

2강 비동기 이해하기 07:42

3강 프로젝트 준비(왓챠피디아) 05:02

4강 API 연결하기 - 1 10:57

5강 API 연결하기 - 2 10:12

6강 API 연결하기 - 3 11:00

7강 좋아요 구현하기 - 1 15:09

8강 좋아요 구현하기 - 2 05:35

9강 책 상세 페이지 WebView로 보여주기 11:57

10강 숙제 - 왓챠피디아 추가기능 구현 06:21



5주차 구글 애드몹 & 플레이스토어 배포
1강 프로젝트 준비 05:43

2강 구글 애드몹 연결하기 18:54

3강 내 핸드폰에 앱 설치하기 10:47

4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 배포하기 13:02

5강 숙제 - 다양한 유형의 광고 추가하기 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