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 잡지사, SK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홈페이지 기획 및 제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

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3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맞이해 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마음을 나누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을 꺼내보

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

만 상담교사가 되어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옆

에 있어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추천으로 서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했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금

연상담사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며 꿈의 결

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업으로 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사이버대학

교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

학과의 커리큘럼에 맞춰 꾸준히 강의를 들었고 청소년상담사, 임상심

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동영상 강의 시간,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

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습 수련 과정을 거쳐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성

을 얻을 수 있었기에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니 진로의 좌표가 구체화됐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

담심리학과의 교수님과 선배들, 동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 스터디 모임 등 자격증 취득 대비 공부를 함께하며 서로의 경험

을 공유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담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의 강연은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이러

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솔함을 나누었고, 이는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동기가 됐습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기꺼이 동반자가 돼주었고, 제가 내딛는 발걸음

에 좌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인생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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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People
졸업생

사무실 한 켠에 이난지 학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난지 학우의 업무 중 하나인 금연지원과 관련된 유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