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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구호금 지원 … 최대 2만5000불

가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

즈니스와 비영리 단체에 최대 2만5,000달러를 무상 

지원하는‘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df 

Grant Program’을 운영한다.

가주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억7,5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2억3,750만 달러씩 제공한

다. 1차 접수는 2020년 12월 3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

으며 2021년 1월 8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된다. 지원 

업체 선정 결과는 2021년 1월 13일 발표 예정으로 선착

순이 아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2차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무상 지원 신청 자격 2019년 6월 1일 이전부터 비즈니

스 또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단체로 현

재 오픈 중이거나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재오

픈 예정인 업체이다. 복수의 업체를 소유한 경우, 연 매출

이 가장 큰 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1인 기업이나 독립계약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

치, 로비, 종교 단체, 파이낸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

외된다.

구호금은 연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매출 

1,000~10만 달러는 5,000달러, 10만 달러 초과~100만 

달러는 15,000달러, 1,000만 달러 초과~250만 달러까

지는 25,000달러이다. 지원금은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

용, 직원 급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과 구호금 신청은‘캘리포니아 구

호 교부금 신청’웹사이트(https://www.californiasbdc.

org/covid-19-relief-grant)에서 할 수 있다.

학술적 이론으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
<청해역학학술원> 2021 신축(辛丑)년 운세 진단

역학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인생 매뉴얼이란 

말이 있다. 역학은 점술과 다르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있는 <청해역학학

술원(淸海易學學術院)>에서는 동양 전통의 학술

적 이론을 통해 인생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학술원 원장 청해(淸海) 선생에 따르면 <청해역학학

술원>은 종교와는 무관하게 동양에서 오랫동안 연구

되어 왔던 학술적인 이론을 통해 자신의 운명적인 특

징과 앞날의 운세에 대해서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八字)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느 분야에서 활동할 때 언제 성공할 수 

있는지 정교한 사주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고 

있다. 미신이나 점술이 아닌 학문적으로 풀이하는 학술

적 운명(運命) 상담은 마치 일기예보처럼 자신에게 오고 

가는 운(運)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유용한 인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청해 원장은“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타고난 팔자의 운명적인 특징을 잘 

활용해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성공하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적인 특징과 재능이 무

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행

착오를 겪거나 불필요한 인생의 굴곡을 겪습니다.”라

며“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팔자와 잘 맞는 

사업 분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운명적인 흐

름에 맞추어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성

공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하

는 경우 운명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

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진학이나 진로

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자녀들이 타고

난 재능을 잘 활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청해 원장은 풍수지리(風水地理)와 수맥 감정도 전문

적으로 하고 있다. 양택(일반 주택이나 사업체)과 음택

(묘지)에 대한 풍수지리 감정과 수맥탐지를 위해 현장

에 직접 출장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는 특히 수맥

은 면역기능 등 신체의 건강과 수면 장애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수맥을 피해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자연적인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수맥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풍수적인 조화와 

더불어서 수맥을 피해서 생활하는 것만이 최선이

라는 것이다. 

<청해역학학술원>에서는 사주명리(四柱命理)

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격국용신

론(格局用神論)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교하게 체계화된 

청해(淸海)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을 특별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청해 사주명리학 전 강좌를 이수한 한 수료생은“오랫

동안 여러 선생님들에게 사주명리를 배워 보았지만 사

주해석의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

던 중에 청해 선생님을 만나서 청해 사주명리학 전 강좌

를 듣고 나서 기존의 사주명리 이론으로는 도저히 터득

할 수 없는 음양의 이치와 대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

었다. 역학(易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삶의 자유

를 얻었다.”며“청해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을 큰 행운”이

라고 말했다. 

<청해역학학술원>은 가든그로브아리랑 마켓 옆에 

있으며 주 7일 예약 상담하고 있다. 

▶ 문의: (714) 534-4645

▶ 주소 :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사진=’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구호금 지원’ 웹사이트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