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팩트 베이스캠프에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가 많아도(어려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자격이 궁금합니다. 

 

A. 임팩트 베이스캠프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데 지원을 해도 되는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한 30 대인데 지원을 해도 되는지...

나이와 관련된 걱정들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

이가 적고 많음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 프로그램이 참가자

에게 유용할지와 참가자가 열린 태도로 세션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고민합

니다.  

 

Q. 직장을 다녀서 세션에 늦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불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예정된 세션 수강 외에도 팀/개인 단위

의 프로젝트 수행의 비중이 높아 공지된 교육일정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Q. 지원자/참가자들에게 특별히 확인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프로그램에 얼마나 충실히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 기수

별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성장에 많

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공지된 교육일정에 대한 지각, 결석을 매

우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3 회 이상의 결석 발생시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

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

안감을 극복하고 채워나가려는, 다시 말해 본인의 성장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이

라면 좋겠습니다. 

 



Q. 프로젝트 주제나 미션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A. 매 기수마다 미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상품과 컨텐츠를 

통해 '존귀함의 회복'을 실현하는 소셜 벤처 마리몬드(http://www.marymond.com)

는 0기부터 2기까지 임팩트 베이스캠프와 함께 한 챌린지 파트너인데요, 매 기수 

미션을 주실 때 마다, 그 당시의 대표님과 회사의 고민을 담은 내용을 주셨습니

다. 예를 들어 0 기에는 '마리몬드의 새로운 동반자를 제시하기', 1 기에는 '마리몬

드의 새로운 서비스 마리레터의 고객 전략과 캠페인 방안을 제시하기', 2 기에는 '

마리몬드의 새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방안을 제시하기'라는 주제

를 주셨습니다. 2 기 이후에는 두손컴퍼니(http://www.dohands.com), 베네핏

(http://www.benefit.is), 동구밭(http://www.donggubat.com), 리얼시리얼

(http://realseereal.com) 등의 사업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6 기부터는 참가자가 

관심을 가진 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프로젝트의 미션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해당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는 소셜 벤처, 비영리기관,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Q.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온 최종 산출물은 어떻게 쓰이나요? 

 

A. 특정 기업이 주제나 미션을 결정한 경우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은 각 프로젝트를 의뢰한 챌린지 파트너(소셜 벤처)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프로젝트의 미션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

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함께 일한 팀원들이 동의한다면 참

가자들이 사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Q. 실제로 베이스캠프의 최종 산출물이 사업화된 적이 있나요? 

 

A. 챌린지 파트너 기업에서 직접 사업으로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만 프로그램 종

료 후에 각사의 대표님과 의견을 더 나누거나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모

색하기 위한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

화와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본인들의 프로젝트와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수가 더 반복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 

http://www.marymond.com/
http://www.dohands.com/
http://www.benefit.is/
http://realseereal.com/


 

Q. 베이스캠프 졸업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게 지원해주시나요? 

 

A. 예, 그런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또한 기수

별로 졸업생들이 자발적 모임을 형성하거나, MT, 회식 등의 친분 활동을 이어가

고 있습니다. 2 기의 경우 자체적 후속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죠.(이전 포스팅 '임팩

트 베이스캠프 2 기 졸업식 (http://blog.naver.com/riblog/220648342211)' 참고). 

또한, 이전 기수가 다음 기수의 멘토로 자원하여 활동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1 기 

졸업생들이 2 기의 멘토로 참여했고, 2 기 졸업생 중 일부 인원도 3 기 멘토로 참

여하고 있습니다. 멘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임팩트 베이스캠프의 세션을 포함한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관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Q. 과정이 끝난 후에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A. 본인 노력에 달렸겠지만, 유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기수의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커리큘럼을 경험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

니다. 세션을 이끌어 주셨던 멘토님이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멘토님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외부에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필요한 인

맥을 소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Q. 6 기부터는 임팩트 베이스캠프가 시즌 2 로 새롭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첫째, 새로운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지역 사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 교육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임팩트 베이캠프의 

핵심이었던 "전략적 사고" 와 "디자인 씽킹"의 방법론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취지에 조금 더 근접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둘째, 기존의 "디자인 씽킹"과 "전략적 사고"를 유기적인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이전에는 선(先) 전략적 사고 학습 후(後)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의 구조였으나, 새로운 임팩트 베이스캠프에서는 두 세션이 

http://blog.naver.com/riblog/220648342211


번갈아가면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씽킹 세션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틀 후 전략적 사고 세션에서 이어 논의하며, 

전략적 사고 세션에서 도출한 가설을 이틀 후 디자인 씽킹 세션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시각을 고루 경험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양대학교와의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여섯 차례의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진행하면서 독창적인 문제해결 프로젝트 교육의 경험을 쌓은 

루트임팩트와 국내 사회혁신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프로젝트와 

창업교육에 노하우를 다진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가 협업하여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계절학기 과목으로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 문의 후 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참가 지원자들은 기존 임팩트 베이스캠프 지원과 

마찬가지로 www.impactbasecamp.org 에서 지원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선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이번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총 20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단, 20 명 중 10 명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서 선발하고, 10 명은 루트임팩트에서 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인 경우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선발 정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임팩트 베이스캠프의 교육 세션은 누가 진행하나요? 

 

임팩트 베이스캠프의 "디자인 씽킹" 세션 파트를 맡아 진행해주시는 분은 디자인 

씽킹 전문가 테디입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 0 기부터 함께해주신 파트너입니다. 

전략적 사고와 팀 디스커션을 맡아주실 분은 경영 전략과 기획 전문가 

상범님입니다. 두 분 모두 해당 분야에서 20 년 가까이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계신 프로들이시고, 현재도 몸담고 계시는 조직에서 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분의 가장 큰 강점은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에 대한 강한 애정과 

책임감입니다. 실무 경험과 교육 능력을 모두 겸비한, 진정한 멘토를 만나게 될 

http://www.hvc.hanyang.ac.kr/?page_id=13700&uid=157&mod=document&pageid=1
http://www.impactbasecamp.org/
https://www.youtube.com/watch?v=R6ojskFNB6w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