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P 지역 사무소 
서부�지역
NYSCB-BEP
295 Main Street, Suite 591
우편�주소: Suite 545
Buffalo, NY 14203 
전화: 716-847-3518
중부 지역
NYSCB-BEP
52 Washington Street, Suite 202, South Bldg.
Rensselaer, NY 12144
전화: 518-474-5198 
남부�지역
NYSCB-BEP
80 Maiden Lane, 4th Floor, Suite 401
New York, NY 10038
전화: 212-383-1740 

NYSCB 사무소�위치
Buffalo-NYSCB
295 Main Street, Suite 590
우편�주소: Suite 545
Buffalo, NY 14203
전화: 716-847-3516
Rochester-NYSCB
259 Monroe Avenue, Suite 303
Rochester, NY 14607
전화: 585-238-8110
Syracuse-NYSCB
100 S. Salina Street, Suite 105
Syracuse, NY 13202
전화: 315-423-5417
Albany-NYSCB
52 Washington St., Room 202, South Bldg. 
Rensselaer, NY 12144
전화: 518-473-1675
Westchester-NYSCB
117 East Stevens Avenue, Suite 300
Valhalla, NY 10595
전화: 914-993-5370

NYSCB 사무소�위치-계속
Harlem-NYSCB
163 West 125th St., Suite 1315
New York, NY 10027
전화: 212-961-4440
Lower Manhattan-NYSCB
80 Maiden Lane, Suite 401
New York, NY 10038
전화: 212-825-5710
Garden City-NYSCB
711 Stewart Avenue, Suite 210
Garden City, NY 11530
전화: 516-743-4188

자세한 내용은 담당 VR 상담사 또는 가까운 
BEP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1-866-871-3000
웹 사이트 방문: visionlos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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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CB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산하 부서입니다.
위에 설명된 서비스는 중장년 시각 장애인(OIB) 

프로그램의 직업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VR), 
지원 고용 서비스(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독립 생활 서비스(Independent Living Services)에 

따라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연방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VR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연방 VR 기금이 전체 
프로그램 비용의 78.7%를 지원합니다. 연방 

회계연도(FFY) 2021년에 VR 운영 기관은 연방 VR 
기금 2,4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비연방 
기금에서 받은 21.3%와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에서는 
요청에 따라 이 자료를 선호하는 열람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사업�기획 
프로그램(BEP)

금전등록기와 복권 터미널이 있는 매장 
카운터의 BEP 참여 사업자

웹�사이트�방문: 
www.nyconnects.ny.gov

자격�대상�참여자를�위한�사업 
교육�및�관리�기회�제공

시각장애�재활국
(Commission 
for the Blind)



사업�기획�프로그램(Business 
Enterprise Program, BEP)이란?
사업 기획 프로그램은 랜돌프 
세퍼드법(Randolph Sheppard Act)이라고 
하는 연방법을 통해 193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정부 법령은 연방 및 
주 정부 건물에서 식품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해 시각 장애인인 공급자들을 
우대합니다.

금전등록기 앞에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BEP 참여 사업자

BEP 프로그램�자격�대상은�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시각 장애인인 18세 이상 미국 
시민이자 뉴욕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격 
대상입니다. 

BEP는�어떻게�진행됩니까?
BEP에서는 자격 대상인 뉴욕 주 시각장애 
재활국(New York State Commission for the 
Blind, NYSCB)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서비스 사업, 자동 판매기 또는 신문 가판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즈니스 수학, 
노무 관리 및 상품 관리, 구매, 법적 요건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해 배웁니다. 
참여자는 또한 전국식당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로부터 국가적으로 
공인된 ServSafe® 식품 안전 인증을 
획득합니다(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함).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초기 제품 재고를 
구매하기 위한 3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 및 운영하면, BEP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가가 매월 방문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을 기다리는 BEP 참여 사업자

자세한�사업 
기획 
프로그램(BEP) 
참여�사업자에 
대해�알아보기:

고객에게 미소를 보이는 
BEP 참여 사업자

1-866-871-3000 

현재 NYSCB 참여자인 경우 담당 직업 
재활(VR) 상담사에게 연락하십시오.
NYSCB 참여자가 아니시면, 뉴욕주 
시각장애 재활국(New York State 
Commission for the Blind)에 아래 무료 
전화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visionloss.ny.gov

매장 입구에 서 있는 
BEP 참여 사업자

전화 연락 시 사업 
기획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당국 웹 사이트에 
있는 NYSCB 
OCFS-1002, 
서비스 요청서
(Application for 
Services) 작성 
시 해당 정보를 
비고("Remarks") 
란에 추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