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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공중보건국(APH)의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및 정보  

APH 에서 이메일 업데이트 받기 

APH 는 가끔 코로나-19 정보 업데이트, 기타 보건 정보 및 자료를 아동 보육 

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메일을 받고 싶은 경우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bit.ly/3rtS6Cd 

코로나-19 자료 & 정보 

오스틴 및 트라비스 카운티의 코로나-19 정보(백신, 검사, 코로나-19 커뮤니티 수준, 

위기 기반 지침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ustintexas.gov/covid19 

APH 운영 권고 사항을 포함한 아동 보육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면 APH 

코로나-19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https://www.austintexas.gov/page/child-

care-providers  

코로나-19 와 관련된 질문 또는 기타 공중 보건 문제를 아동 보육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ChildCareInfo@austintexas.gov 

아동 보육 담당자는 APH 정보 핫라인에 연락하여 APH 간호사로부터 코로나-19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2-972-5560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 

ChildCareInfo@austintexas.gov 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아동 보육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APH 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보고하세요.   

https://bit.ly/3Ek3hF8 

APH 소아 코로나-19 백신 촉진 툴킷에는 SNS 게시물, 이미지, 포스터 및 전단지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직원 및 가족에게 

자신과 자녀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아동의 백신 접종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bit.ly/3z3Ah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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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 모바일 코로나-19 백신 클리닉을 호스팅하려면 등록하세요. 

 

 

https://bit.ly/3Eh8qho 

 

APH 코로나-19 백신 교육 행사를 주최하려면 등록하세요. 

 

 

https://bit.ly/3yc2kLq 

 

이 양식을 작성하여 오스틴 공중 보건국의 PPE 장비를 요청하세요. 코로나-19 신속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설문 조사 14 번에 응답하면서 이 요청도 함께 작성하세요. 해당 

검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bit.ly/3rvQQ1g 

 

긴급 알림 

텍사스 중앙 경보 시스템(Warn Central Texas)에 등록하여 재난이나 공공 안전 

사건이 발생할 때 텍사스의 지역 공무원으로부터 긴급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H 에서는 귀하와 직원이 자택 및 사무실 주소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warncentraltexas.org/alerts 

Bright By Text 

APH 에서는 아동 보육 책임자 및 직원이 Bright By Text 에 등록하여 개발 정보, 활동 

아이디어 및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역 자원 및 행사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문자를 받을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이 문자는 태아부터 8 살까지의 도움말 및 

정보를 중심으로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 가정도 

등록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https://www.brightbytext.org/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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