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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그들의 용기와 도전에 격려해주고

그들이 그 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경험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산임을 깨닫고 목표를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볼 땐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진다.”

-어나더챈스 박진용 대표-



어나더챈스?
   나눔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 하고 실행하며

            사회를 변화 시킬 나눔 리더를 양성하는

      사회 혁신 전문 컨설팅 ・ 사회적 자존감 교육 기관입니다



VISION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 목표를 향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한다.

MISSION
 1  각 수요자를 위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한다.

 2  공유와 공개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기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개인, 각 기업/기관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YOU-TURN

어나더챈스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CAN

어나더챈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능성이 많은지 찾고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 제공합니다.

YOU-STAR

어나더챈스의 컨설팅과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WITH-YOU

다양한 전문가, 기업/기관이 함께 동행 하는 마음으로

나눔 문화를 디자인하고 실행 합니다.



             사업영역

   +   

       컨설팅               교육(캠프)

어나더챈스는 나눔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자존감 교육 및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각자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에 맞는 지도를 설계 할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가에게는 사회 혁신 나눔 

인큐베이팅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합니다.

 기업의 강점을 분석하여 각 기업만의 사회 혁신 나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 문제 해결형 CSR/CSV의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컨설팅  

           기업 나눔 컨설팅

            오직 당신의 기업만을 위한

                                  나눔 CSR/CSV 컨설팅  

 

            대학생・청년 사회적 기업 컨설팅

                사회적 혁신가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사회적 기업 나눔 인큐베이팅 컨설팅

 

            패스파인더(pathfinder) 컨설팅

            아이들 각자의 길을 찾아주는

                                  꿈의 진로 진학 컨설팅



                                           

                             

                             교육(캠프)

날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목표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찾고

명확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갖도록 합니다.

격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사전검사 프로그램 1:1멘토링 후속관리

- 학부모 상담

- 학생 상담

- 성향 검사

- 진로 검사

- Day프로그램

- 1박 2일 캠프

- 2박 3일 캠프

- 전문 코칭

- 진로 컨설팅

- 청년 멘토링

- 진로탐색 경험

- 청년 멘토링

- 진로 멘토링

패스파인더컨설팅 진로전략관리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학부모상담

✔학생상담(성향검사,진로검사)

✔개별 강점 및 성향 분석

✔특화된 진학 진로 가이드

✔진로 진학 학습법 제시

✔진로 및 학습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진로탐색경험 및 멘토링 제공

사전검사 프로그램 1:1멘토링 후속관리

- 교사 상담

- 학생 상담

- 성향 검사

- Day프로그램

- 1박 2일 캠프

- 2박 3일 캠프

- 전문 코칭

- 대학생 멘토링

- 소셜 멘토링

- 개별 모임

1. 어나더챈스 캠프 (5인 이상)

2. 패스파인더 프로그램(개인)

3. 꿈 나눔 캠프(학교 및 기관용)



4. 캠프 및 프로그램 대상

 ❶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❷ 공부나 학업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

 ❸ 자신의 진로/진학에 고민을 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❹ 꿈을 위한 설계가 필요한 청소년

 ❺ 문화의 차이로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

 ❻ 부모 혹은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5. 어나더챈스 교육의 차별화

강의 중심이 아닌 공동 활동 중심

학생:강사=1:1,1:2 비율로 진행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멘토단과 함께 활동

코칭,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

다양한 직업 분야의 멘토 만남

프로그램만으로 끝이 아닌 후속관리와 멘토링 프로세스

교육청에서 인정받은 기관

다수의 캠프 경험으로 입증된 확실한 효과



                                 문의 및 신청

www.anotherchance.co.kr

문의 및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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