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이 있다면 사무실에 방문하기 이전에 해당 기관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COVID-19로 인하여 대부분 

기관들의 업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Catholi Charities – The Marian House 
www.ccharitiescc.org 

 
연락처: 719.475.7314 
위치: 14 West Bijou Street, Colorado Springs, CO 80903 
 
Marian House는 커뮤니티 식품 저장소, 고용 서비스, 주거 
지원,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합니다. 
 
 
 

Homeward Pikes Peak  
www.homewardpp.org 

 
연락처: 719.473.5557 
위치: 2010 E. Bijou Street, Colorado Springs, CO 80909 
 
Homeward Pikes Peak는 약물중독 회복 시민들과, 최근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에게 홈리스와 실업 상태로부터 
자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Tri-Lakes Cares  
www.tri-lakescares.org 

 
연락처: 719.481.4864 
위치: 235 North Jefferson St., Monument, CO 80132 
 
Tri-Lakes Cares는 모뉴멘트에 소재하며, 트라이-레이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합니다. TLC는 식품 관련 
여러 업무, 주택 기금 보조, 의료 서비스와 교통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PCD – 아동 발달을 위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www.cpcdheadstart.org 

 
연락처: 719.635.1536 
위치: 2330 Robinson St, Colorado Springs, CO 80904 
 
CPCD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어린이 돌봄 제공자의 
직업 인증과 교육을 위해 2세대 접근법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 종류에는 정보기술, 아동발달 
보호사, 제조 용접이 있습니다. 

CASA – 법원 지명 특별 옹호관 
www.casappr.org 

 
연락처: 719.447.9898 
위치: 418 S. Weber St., Colorado Springs, CO 80903 
 
CASA는 양친 부모 사이의 갈등 고조,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정신건강 문제, 약물 남용, 또는 기타 접근 금지 
요소가 있는 경우, 법원 발부 해결방안이 나오거나 다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감시 
자녀면접교섭 교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로라도에서의 건설 경력 
www.ciccolorado.org 

 
CICC는 엘파소 카운티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는 청소년들은 직업 
코칭을 받으며 사업 현장의 고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상담사와 접촉하여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잇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CSBG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면: 
https://humanservices.elpasoco.com/community-services-block-grant/ 

 

커뮤니티 서비스 정액 보조금 
22002211년년  계계약약  파파트트너너들들  

커뮤니티 서비스 정액 보조금 (CSBG) 프로그램은 연간 가구 수입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인 가정의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시행 사업입니다. 엘파소 카운티는 엘파소 커뮤니티 
이내의 지역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엘파소 카운티 주민들에게 보조금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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