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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서

뉴욕주 시각장애 재활국
(NYSCB)은 법적으로 맹인이
거나 시청각 장애인인 이들
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
록 모든 연령대의 뉴욕주 거
주자를 대상으로 상담, 재활
훈련 및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SCB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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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가정 및 개인 생활 관리 훈련
길 찾기 및 여행 훈련
저시력 검사와 보조 기구 지원
현재 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
구직 활동 지원
직업 교육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 지원
도움이 되는 기술 훈련
점자 읽기 훈련
근로 준비 훈련
근로 경험 기회
지역 사회 자원에 연결
완전한 청각학적 서비스
전문 재활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전화:
1-866-871-3000
— 또는 —

웹사이트
www.visionloss.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NYSCB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산하 부서입니다.

법적으로 맹인이거나, 법적 맹인이 될
수 있는 진행성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면서 동시에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
각소실증인 경우 누구나 NYS
ACCES-VR과 협력하에 NYSCB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 보호법에 의거하여,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
에서는 요청에 따라 이 자료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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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CB

www.visionloss.ny.gov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뉴욕주 거주자이면서 법적으로 맹인이
거나, 법적 맹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와 소리를
최대로 확성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누구나
NYSCB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의미입니다.
• 더 나은, 또는 건강한 쪽 눈의 교
정 시력이 20/200 이하인 경우
• 더 나은, 또는 건강한 쪽 눈의 시
야가 20도 이하인 경우
시각 장애가 심하고 청각 손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
한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대상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NYSCB에
서 대상자 여부 판별에 도움을 드립니
다.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고 시청각 장
애인 대상 서비스 대상자라면, NYSCB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 드
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하는 곳

직업 재활 프로그램
NYSCB에서는 현재 직업을 유지하거
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일할 준비가 되도
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직업 재활 상담사
가 귀하의 취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NYSCB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사업 기획 프로그램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신문 가판대, 스
낵바 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자
하십니까? BEP(사업 기획 프로그램)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며, 개업 후에도 계속 지원
합니다.
독립 생활 프로그램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만
취업 생각이 없는 성인이나 고령자라
면, NYSCB에서는 집을 보수 유지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며 가족 및 이웃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들은 집에서, 지역 공동체 내에
서, 그리고 재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사는 가족들
을 지도하고,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 교
육 상담 및 직업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Albany
40 N. Pearl St., 10th Fl., Ste. D
Albany, NY 12243
(518) 473-1675
우편물 수령 주소
52 Washington St.
Rensselaer, NY 12144
Buffalo
295 Main St., Rm. 590
Buffalo, NY 14203
(716) 847-3516
Harlem
163 West 125th St., Rm. 209
New York, NY 10027
(212) 961-4440
Hempstead
50 Clinton St., Ste. 208
Hempstead, NY 11550
(516) 564-431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신자
부담 전화:
1-866-871-3000
— 또는 —

웹사이트
www.visionloss.ny.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New York City
80 Maiden Lane, 23rd Fl.
New York, NY 10038
(212) 825-5710
Rochester (출장소)
259 Monroe Ave., Rm. 303
Rochester, NY 14607
(585) 238-8110
Syracuse
100 S. Salina St., Ste. 105
Syracuse, NY 13202
(315) 423-5417
White Plains
445 Hamilton Ave., Rm. 503
White Plains, NY 10601
(914) 993-5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