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GLOCAL(글로컬)캠퍼스 사무분장별 전화번호부
2023. 3. 1.현재교 시 : 성(誠)·신(信)·의(義)

대                학

총      장       실
총장비서실장 안진우 8+0001
비서 김정수 8+0002~4
비서 방소혜 8+0002~4

GLOCAL부총장
GLOCAL 부총장 문상호 3100
비서 신서인 3101~2
서울GLOCAL 부총장실  8+3160

의 무 부 총 장 실
의무부총장 황대용 02-2030-7001
비서 이은수 02-2030-7003

국 책 사 업 준 비 단
단장(글로컬부총장) 문상호 3100
부단장(산학협력단장) 이승현 3040
사업준비팀장 박천기 3041
사업기획,지원 허대건 3193

교      무      처
교무처장 최영근 3210
교무팀장 김택현 3211
전임교원인사(계장)  최성수 3212
비정년전임·강사·겸임교수·조교 김준영 3213
교수업적평가·학사구조개선(과장) 서가원 3214
학사지원팀장 조도연 3251
수업·성적(과장) 윤기현 3252
교육과정·계절학기·교직 고동준 3253
학적·졸업(계장) 김진희 3254
증명서·학력조회 김정빈 3256
Cogito대학교육혁신원장(겸) 최영근 3210
Cogito대학교육혁신원부원장 김종보 3060
행정총괄(차장) 전영표 3064
강의평가 기획·운영 송영선 3308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박혜진 3061
핵심역량진단·만족도조사 임경수 3065
다드림·이음교육시스템·MOOC 권영애 3306
교수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조지혜 3063
전공교육과정 인증 오방실 3062 
학습상담 조아란 3307
교수 학습 행정지원 심재원 3309
이러닝·K-MOOC·TLS운영 하정민 3278
촬영·편집·KOCW·기자재대여 김수빈 3069
다드림포인트·이음교육시스템·서무 정혜린 3271
대학혁신사업관리 신예림 3272

기      획      처
기획처장 최대현 3850
기획예산팀장 백경석 3851
기획·정원·감사(과장) 김영주 3852
본예산, 예산관리(통제, 배정) 남용희 3853
추경예산, 실습비, 기금, 규정(과장) 박정옥 3854
검수·실험실습기자재(부장) 강기석 3855
공간·국고(계장) 정송묵 3856
불용·비품관리·유지보수 김원희 3857
불용품회수·비품이전 박래주 3858
유지보수접수  3859
전략혁신팀장 김기종 3191
평가·공시·통계(과장) 김상민 3192
발전계획·대학혁신지원사업(계장) 허대건 3193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염혜진 3194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유혜정 3195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이소희 3196
정보운영팀장 남수현 3961
예산·회계·연구·서무(과장) 이태웅 3964  
입시·수업·성적·개인정보보호(계장) 박노용 3965
대학원·인프라·이음·혁신 조남주 3967
학적·졸업·교직 한남수 3968
인터넷문의(겸) 신동윤 3108
소프트웨어·전산실습실 대여  3978
홈페이지문의·공지사항  3978
전자결재·메일 파견업체 8+4282
전자출결 외부업체 051-553-1545

입      학      처
입학처장 방유선 3260
입학팀장 이동기 3261
입학정책·예산(계장) 강석산 3262
신입학관리 황현우 3263
전형·연구 박기영 3259
교육·홍보·편입학 서인하 3265
공정성·추수지도 김정희 3266
예산(국고)·고교연계 김도연 3258
입시상담·고교연계 김연희 3148
입시상담·홍보 정윤주 3264

학 생 취 창 업 처
학생취창업처장 서대교 3220
학생지원팀장 김승호 3221
학생지도·학생회(과장) 이선호 3224
동아리·서무  김인순 3223
보건실 최애리 3226
교내외장학·장학기탁(계장) 변성준 3222
국가장학·학자금대출(과장) 김종덕 3227
국가근로 이은희 3225
학생상담센터장 고경민 3080
심리상담 이재은 3071
심리상담  3072
심리상담 이해윤 3073
심리상담  3074
심리상담 서영정 3077
심리상담 김도영 3078
행정지원(겸) 홍선희 3081
행정지원 손미애 3075
장애학생지원센터장(겸) 김승호  3221
장애학생지원(겸) 김종덕 3227
장애학생지원·장애학생상담(겸) 최애리 3226
취업지원센터장 김문수 3931
취업프로그램운영 제정민 3932
취업프로그램운영 김경목 3933
취업프로그램안내및홍보 안선옥 3935
취업상담프로그램 운영 윤다예 3093
현장실습지원센터장(겸)  김문수  3931
현장실습 정새롬 3934
현장실습  3937
창업문화활성화센터장 윤명한 3649
창업문화활성화센터지원 이양희 4812
창업교육지원(과장) 박재홍 4751
창업프로그램 진행 김예서 4754
메이커스페이스사업운영 오연지 4755

총      무      처
총무처장 최민철 3110
총무인사팀장 윤주현 3111
인사·교육(계장) 김현우 3112
연금·4대보험·퇴직금(과장) 조행연 3113
구매·총무(과장) 정혜욱 3118
서무·대관 유나현 3115

통신(책임) 김병삼 3116
통신·네트워크(선임) 신동윤 3108
교환 이경희 3132
우편 유나현 3109
차량(책임) 김길만 3108
관리장 임규형 3800
재무팀장(법인카드) 박경섭 3151
회계·결산·지불·연말정산 김학준 3152
급여·등록·부가세 유은상 3154
시설안전팀장 김병갑 3121
기계·영선(과장) 석현균 3122
전기·영선 황동연 3123
가스·수도·냉난방 김호용 3124
환경·전기(책임) 서정원 3128
소방·서무(책임) 김철중 3129
연구실 안전 박수민 3126
시설접수  3125
수질환경센터  3886
예비군연대장 정창진 3140

대   외   협   력   처
대외협력처장 현성준 3160
지역사회협력팀장 김용만 3161
홍보·보도자료 이주아 3162
발전기금·동문회 이미순 3163
국제교육원장(겸) 현성준 3160
국제협력센터장 이동만 3171
국제교류(중국 외), 대학원생 입시(차장) 김의준 3172
국제교류(중국), 학부생, 서무 임대혁 3173
학부유학생관리(상담,체류,학사) 유훈일 3176
국제교육센터장(겸) 이동만 3171
연수생(중국 외)·TOPIK·서무 김태희 3182
연수생(중국)·한국어과정 박미향 3183
외국어교육·TOEIC·TOPIK(IBT) 임재욱 3184

글로컬산학협력단
글로컬산학협력단장 이승현 3040
산학협력 심종범 4815
산학협력 이진홍 4817
산학기획팀장 박천기 3041
산학기획·평가·예산(차장) 윤미경 3042
직원인사·마일리지 김정은 3043
관재·장비·홍보지원 김선정 3045
구매·검수·서무지원 손희진 3046
산학관리팀장 전재권 3201
회계·결산·부가세 이선용 3202
기타부처·지자체·재단 및 기타 임주리 3203
교육부 신윤숙 3204
급여·원천세·4대보험 홍준영 3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복순 3206
산업통상자원부·산업체 전재숙 3207
농림축산식품부·학생인건비 이지숙 3208
지불 신동국 3047
연구재단(인문/사회)·교육부및과기부산하 오은혜 3039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전산 허  진 3049
의학전문대학원·연구보조 김혜지 8+6194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유영림 3899
기술사업화센터장 김형식 4821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사업교육 신흥수 4822
기술이전·사업화 박영욱 4824
기술이전관리 김재권 4826
지식재산권관리·교원창업 권가영 3044
지식재산권비용·청년기술전문인력사업관리 김지윤 4827 
창업보육센터장 박영진 4750
업무총괄(겸) 박재홍 4751
입주기업관리·사업화지원 배나연 4752
공동장비센터장 김찬길 4847

공동장비지원실무 노경숙 4848
연구진흥센터장 강태봉 3035
교내연구기획 박순애 3036
생물안전관리·연구비정산 김현민 3037
건국바이오(학교기업)  
분석팀 윤선희 3871
회계·세금 이현규 487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단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단장 김영준 3569
제약바이오사업팀장(겸) 김영준 3569
화장품·천연물사업팀장 신동욱 3693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팀장 최진승 3768
행정지원팀장(겸) 변강희 3921
사업단업무지원 우명기 3918
사업단업무지원 이지우 391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장 손인숙 8+6220(서울)
  3770(충주)
행정실장(교무팀장)(겸) 성관재 8+6188(서울)
  3771(충주)
교원·인사기획·평가(과장) 방성원 3772
학적·예산(계장) 천종진 8+6197
교수업적평가·학사·발전기금(주임) 이선영 3774
시신·실험실습·안전·학생 임준혁 3773
일반대학원·조교·서무 김태훈 8+6191
학사·학적·교육과정 김지혜 8+6217
KUMS·교수학습법·학생 이혜랑 8+0508
수업지원·교육평가·대관 강지연 8+6296
일반대학원·조교·서무  8+6190
GLOCAL 행정실 노현주 3775
GLOCAL 행정실 윤소정 3776

창의융합대학원·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
창의융합대학원장(3개 대학원)(겸) 엄광문 3230
행정실장(창의융합·교육대학원)(겸) 강석화 3232
창의융합·교육대학원 오지혜 3233
행정실장(일반대학원) 양귀현 3231
일반대학원 김혜지 3235

단   과   대   학
디자인대학장 이용우 3630
행정실장 김영욱 3632
행정실 권미영 3633
시각영상디자인 김소영 3634
조형예술 신서희 3635
산업·실내디자인 김민주 3636
패션디자인·미디어콘텐츠 박정민 3637
인문사회융합대학장 이용우 3400
행정실장 황천현 3401
행정실·교직과 김여진 3402
유아교육과·교직과 정정윤 3404
경찰학과·행정학전공 안재희 3405
문헌정보학과 김소영 3406
신문방송학과 조미선 3407
동화한국어문화·영어문화·국제지역문화 고찬양 3408
경제통상·국제통상·관세물류 김주현 3409
경영학과 이찬희 3411
소방방재융합학과·사회복지학과 홍주은 3412
양현재  3405~3406/3408
과학기술대학장 전흥석 3510
행정실장 어성연 3511
행정실 유   미 3518 
녹색기술융합학과·응용화학과 권미란 3512
컴퓨터공학과 이시원 3513

※ 녹취시스템 설정방법: 통화 중 플래시 → # → 9

학   교   법   인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은아 3514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초연 3515
의료생명대학장 서희진 3920
행정실장 변강희 3921
행정실 김종미 3922
간호학과 이유연 3925
바이오의약학 김경희 3917
생명공학과 김윤찬 3923
식품영양학과·뷰티화장품학과 정윤정 3924
스포츠건강학과 송주형 3497
골프산업학과 박병현 3499
의과대학장 손인숙 8+6220(서울)

3770(충주)
행정실장 성관재 8+6188(서울)

3771(충주)
행정실 노현주 3775
교양대학장 이향수 3980
교양교육센터장 박진우 3982
비교과(동참형학기) 이연주 4761
비교과프로그램개발·운영 유지성 4788
교과·비교과연구(인성) 한승훈 4793
행정실장 최용준 3981
기초·인성 최지현 3983
심화·소양 백유정 3984
대학혁신사업관리/교양교육센터 조소현 3985
교강사실/비교과지원실  3987
혁신공유대학장 이창진 4740
행정실장(겸) 조도연 3251
혁신공유대학 행정실(연합전공) 김민아 4742
혁신공유대학 행정실(LC/MD) 박재준 4744

중 원 도 서 관
중원도서관장 한경순 3700
학술정보팀장 이태숙 3701
수서(전자정보)/기획, 평가, 예산관리(과장) 김영관 3702
자료구입, 기증  김  연 3703
문화프로그램/공간관리 이숙영 3704
도서등록·연속간행물 이지영 3705
자료정리·dCollection(학위논문) 조성현 3706
원문복사/이용자교육/장서관리 이호준 3707
대출실, 시스템 신성철 3709
대출실(야간) 박순윤 3709

부 속 · 부 설 기 관
생활관장 박찬일 3780
행정실(차장) 공영미 3781
사감(행정, 회계)  3784
영양실  3842
모시래사감(남,여)  3782~3783
  3785~3786
해오름사감(남,여)  3881~3884
KU미디어센터장 남재우 3369
행정실무(겸) 이선호 3224
인권센터장 강소영 3082
행정·상담조사(과장) 홍선희 3081
고충상담 박수진 3084
평생교육원장 현성준 3160
행정실장 서인석 3051
행정실·KU아카데미·학점은행제  3053
평생교육원·교강사실  3058
최고경영자과정  3184
어린이집 윤정진 3237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장 서희진 3494
부원장 성동준 3504
행정실장(겸) 변강희 3921
행정실 유혜빈 3900

학  생   군   사   교   육   단
학군단장 손창성 3813
훈육관 한석현 3814
행정실 이경미 3815

긴 급 전 화 번 호
세콤상황실  3990
화재전화  3129
행정관관리실  3800

이   사   장   실 
이사장비서실장 김호섭 8+3001
비서계장 손은경 8+3002

경  영  기  획  국
경영기획국장 원종필 8+3007
비서 여수민 8+3007

경  영  기  획  실
경영기획실장 김호섭 8+3010
비서 김리현 8+3010
경영기획부장 곽우순 8+3012
예산과장 전현태 8+3017
기획계장 박한별 8+3015
평가계장 서해니 8+3013
재무계장 이재준 8+3014
경영지원부장 김성은 8+3020
인사계장 서원석 8+3023
관재계장 한재규 8+3024
총무계장 박다미 8+3021
관리반장 김희철 8+3057
법무감사부장 김성은 8+3020
감사계장 서원석 8+3023
법무계장 박귀련 8+3022
안전경영부장 곽우순 8+3012
안전경영차장 홍성철 8+3042
안전경영계장 박한별 8+3015

대 외 협 력 본 부
대외협력본부장 안기숙 8+3018

의     료     원
의료원장 황대용 02-2030-7001
건대병원장 유광하 02-2030-7014
대표번호  1588-1533
충주병원장 고덕환 043-840-8202
대표번호  043-840-8200

건국유업·건국햄
사장 박경철 02-2142-8060
대표번호  02-2142-8000
헬스엔미(새천년관)  8+3041

The Classic 500·건국 AMC
사장 허찬화 02-2218-6010
대표번호  02-2218-5555

SMART KU GOLF PAVILION
사장 권택형 031-930-1606
대표번호  031-930-1600

건   국   빌   딩
관리과장 김동근 02-734-2701

건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조일기 8+3056
행정실장 양선정 8+3056

건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김영욱 02-457-0317
행정실장 박용민 02-457-0317

(재)상허문화재단
과장 김성은 8+3020
사무 박다미 8+3021

총   동   문   회
동문회장 정건수 02-456-4141
사무총장 강오식 02-456-4141
사무처  02-456-4141~3

단 체(GLOCAL)
노동조합  3144
교수협의회  3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