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상담사부터 시작해 센터

장, 운영지원 총괄까지 고객센터 내 모든 업무를 경험했죠. 고객센

터에서 일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

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죠. 상담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를 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담

사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첫 작품입니다. 출판은 제가 가보

지 않은 길이라 부담감도 컸습니다.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이 걸렸지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다 쉬웠습니다. 

수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책을 낸 후에는 고객센터 관련 강의를 하고자 ‘윤서영커리어컨

설팅’을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한 조직심리가 매우 흥

미롭게 느껴졌고, 다양한 논문을 읽다 보니 문득 개인 심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이후 심리학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

만 세부전공을 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서울사이버대학교

로 편입한 것은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탐색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

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

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저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 덕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내 마음의 고요

함 감정노동의 지혜>, <영향력있는 

BJ 유투버를 꿈꾼다>는 서울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며 배운 배경지식 덕분

에 좀 더 견고하게 집필할 수 있었습

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덕분에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웁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깁

니다. 2학기부터는 부동산학과도 복수전공으로 시작했습니

다. 공부하고 싶은 다양한 강좌를 무한대로 선택할 수 있기에 

빠듯한 시간과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강의로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책 집필 때문에 수업을 집중해

서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을 때는 틈날 때

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한번 느

낀 것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공부하기 

참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편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사이

버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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