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책본부
▪본� 부� 장 :� 홍재표(부총장)� � ☎� 053-600-4044
▪상황실장 :� 이현준(KIU교육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053-600-5243

감염병� 관리� 위원회 협� 력� 기� 관

부총장,�교무처장,�학생취업처장,�기획처장,�사무처장�포함� 15인�이내 교육부 /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 경산시

감시ㆍ예방반 학사관리반 행정지원반

주요
업무

▸감염병 보고체계 관리  ▸감염병 감시 및 신고
▸감염병 예방교육       ▸관할 보건소 등 외부기관 협업

세 분 성명 직책 연락처 담당 업무

감염병
감시ㆍ예방

담당자

권오윤 교무처부장 053-600-4100 학생 / 교직원 담당

최우성 자산관리팀부장 053-600-4310 방역시설 담당

박종철 학술정보원부장 053-600-4660 부속기관 담당

이진우 LINC+사업단팀장 053-600-4410 산학협력 담당

감염병
관리자

류승우 학생지원팀장 053-600-4160 학생 담당

김준환 총무팀장 053-600-4260 교직원 담당

김홍석 자산관리팀장 053-600-4280 방역시설 담당

조준현 생활관행정팀장 053-600-4730 학생생활관 담당

김정미 한국어어학당팀장 053-600-4690 유학생 담당

박영주 KIU철도아카데미팀장 053-600-5801 아카데미 수강생 담당

김혜진 학술정보운영팀장 053-600- 4651 학술정보원 담당

김형규 산학협력단팀장 053-600-4590 산학협력단 담당

서석교 창업기술지원팀장 053-600-4480 창업지원단 담당

보건진료
요원

김경미 건강증진센터 팀원 053-600-4119 건강증진센터 담당

모니터링
요원

학부(과) 교수, 학생회대표, 동아리대표,
각 부서팀장

비상연락망 담당

주요
업무

▸감염병 관련 학사관리
▸수업관리
▸등교 중지 및 출ㆍ공결 등 관리

세 분 성명 직책 연락처 담당 업무

학사관리
담당자

김제량
수업학적

팀장 053-600-4120
학부생

학사 담당

오상명 교학팀장 053-600-4620 대학원
학사 담당

주요
업무

▸방역 비품 공급 및 배부
▸방역 업무
▸예산 지원

세 분 성명 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행정
지원

담당자

이수미 기획부장 053-600-4220
예산 지원

담당

박종국 구매팀장 053-600-4311 방역 비품
담당

부  서  명 핵 심  업 무

비상대책본부

▪감염증 관리위원회 및 관계부서 회의 소집
▪학교 공통결정사항의 해당부서 전달 및 업무조정
▪협력기관(교육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산시) 업무 협조
▪위기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안내ㆍ지도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교육부 현황 보고

교무처

교무팀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 감축/대체 등의 대응계획 수립
▪교원 현황 파악 및 조치 공문 발송

수업학적팀
▪수업 관련 대책(원격수업 등) 수립 및 시행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감염(의심) 학생 격리에 따른 출ㆍ공결 처리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학부생(재학생/휴학생) 현황 파악 및 조치 공문 발송

기획처
기획팀 ▪코로나-19 예방/대응에 따른 예산계획 수립 및 지원

홍보비서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안내물 제작

사무처

총무팀 ▪직원 현황 파악 및 조치 공문 발송

자산관리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내 방역계획 수립 및 시행
▪폐쇄공간ㆍ시설물 등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구매팀 ▪방역물품(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배포 및 비치
▪열감지 카메라 및 자가 체온측정 장비 확보

전산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시
▪원격수업 등 학사행정 전산업무 지원

건강증진센터 ▪관할 보건소와 핫라인 구축을 통한 업무 협조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

국제교류교육원
▪유학생 출입국 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
▪유학생 감염(의심)환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유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교육

학생생활관 ▪재관생 감염 예방 활동 및 모니터링
▪기숙사 자가격리동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