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체인지메이커의 커리어 성장 교육

(작성일: 2021년 7월 6일)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출석을 매우 엄격히 관리합니다. 프로그램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Plus는 추가 지원자에 한하여 2차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기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턴십에 준하는 추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6주 중 네 번 이상, Plus 5주 중 두 번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각 두 번은 결석 한 번과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및 멘토링 세션은 20분 이상 지각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되며, 데이터 분석 세션은 다음 주차 전날까지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 및 멘토링 세션은 표기된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서울시 성동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세션은 표기된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별로 녹화된 강좌를 수강합니다.
팀별로 기업 멘토가 지정되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사전 조율을 통해 기업 멘토와의 멘토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정해진 교육 세션 외에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상당량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원 전에 충분히 고려해주세요.
교육 시간이나 내용, 진행 방식은 교육 파트너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소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 날짜 요일 시간 프로젝트 세션 멘토링 세션 데이터 분석 세션

1주 2021-09-04 토 14:00-17:00 오리엔테이션 디지털 마케팅 개론

11:00-13:00 커뮤니티 프로그램 (optional)

14:00-17:00 가설 세우기

11:00-13:00 기업 멘토링 1

14:00-17:00 고객 이해 1: 인터뷰

11:00-13:00 데이터 분석 멘토링 1

14:00-17:00 니즈 발견하기

11:00-13:00 기업 멘토링2

14:00-17:00 고객 이해 2: 서베이

6주 2021-10-09 - - - - GA를 활용한 데이터드리븐 마케팅 1

7주 2021-10-16 토 14:00-17:00 문제 정의하기 데이터 분석 멘토링 2 GA를 활용한 데이터드리븐 마케팅 2 / GTM

8주 2021-10-23 토 14:00-17:00

9주 2021-10-30 토 14:00-17:0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이해 및 접근법

11:00-13:00 기업 멘토링 3

14:00-17:00 프로젝트 점검 

11:00-13:00 데이터 분석 멘토링 3

14:00-17:00 프로토타입 테스트

11:00-13:00 기업 멘토링 4

14:00-17:00 체인지메이커 마인드셋

11:00-13:00 데이터 분석 멘토링 4

14:00-17:00 임팩트 체인의 이해

14주 2021-12-04 14:00-17:00 프로젝트 리뷰 데이터 역량 학습 로드맵
(데이터 분석 도구의 이해와 역량 학습)

15주 2021-12-11 - -

16주 2021-12-18 토 14:00-17:00

주차 날짜 요일 시간

1주 2021-12-29 수 14:00-17:00

2주 2022-01-04 화 14:00-17:00

2022-01-10 월 19:00-22:00

2022-01-12 수 14:00-17:00

2022-01-14 금 14:00-17:00

2022-01-17 월 14:00-17:00

2022-01-19 수 14:00-17:00

5주 2022-01-26 수 14:00-17:00

커리어 코칭

프로젝트 발표 & 수료식

13주 2021-11-27 토

3주

프로젝트 피드백 3: TBD (optional)

4주
임팩트 리스크의 이해

프로젝트 피드백 1: 데이터 분석 (optional)

프로젝트 피드백 2: 프로토타이핑 (optional)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로스 사이클에 따른 페이스북 광고 시작

Acquisition&Activation : 사용자 획득과 활성화
Retention&Revenue : 사용자 유지와 전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조 파악 및 가설 작성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산출 및 분석 1

프로젝트 중간 발표

2021-11-20 토

10주 2021-11-06 토

11주 2021-11-13 토

12주

임팩트 베이스캠프 14기 상세 시간표

2주 2021-09-11 토

3주 토2021-09-18

디지털 채널의 이해 / 지표 및 성과 분석

데이터 기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4주 토

5주 토2021-10-02

2021-09-25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산출 및 분석 2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전략안 기획

프로젝트 집중 진행

프로젝트 최종 발표 & 수료식

Plus 5주: 2차 프로젝트 집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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