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yola 

480 S. Batavia Street 

Orange, CA 92868 

714-997-9587  

office@loyolains"tute.org  

www.loyolains"tute.org 

이냐시오 영신 수련은 변화시킬 힘이 있는 심오한 피정경험이다 전통적으로 30일 동안 피

정 센터에 가서 침묵 중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매일의 삶에서 9개

월에 거쳐 할 수 있는데 이를 불러 “19번 피정” 이라고 한다. 

 이냐시오 영성 회관에서 제공하는 이 영신 수련은 매년 9월에 시작해서 6월초에 끝난다. 시작하기 전에 각 수련 자는 영신 지도자 와 짝이 지어져서 준비 과정 을 밟아 9개월 매주 한번 만나서 기도 경험 을 나누고 영신의 여정에 동반자가 된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  

  

• 9개월 동안 매일 성경으로 하는 기도 

• 매주 개인 영신 지도자 와 의 만남 

• 매월 한번 저녁에 있는 단체 신앙체험 나누기  

• 2015년 9월에 시작 하도록 준비 

 

Cost: 각자의 능력에 따라 $ 750-$1500(등록시 $100 Deposit)  

 등록: 뒷면의 등록 양식 참조   문의처:  전 아네스        (213) 507-1144 
              최 아우렐리아  (562) 233-7163 

Presentado por Carlos Obando, Cindy Guzman y Asociados de LISPresentado por Carlos Obando, Cindy Guzman y Asociados de LISPresentado por Carlos Obando, Cindy Guzman y Asociados de LISPresentado por Carlos Obando, Cindy Guzman y Asociados de LIS    

Directed by LIS Staff and Associates 

매일 의 삶 에서의 영신수련 
(19th Annotation Retreat) 

* 

이냐시오 영성 회관  

로욜라 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로욜라 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로욜라 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로욜라 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    



Total Payment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지원서                                                                                                                                                                                                                             매일의 삶에서의 영신 수련매일의 삶에서의 영신 수련매일의 삶에서의 영신 수련매일의 삶에서의 영신 수련    

 

      성명성명성명성명: 한글한글한글한글    
 
 

      주소주소주소주소  
 
 
      City                   State   Zip  
 
 
      Phone  day ( ____ ) _______________  eve ( ____ ) 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저는 19번 피정 등록을 원합니다 100불 등록비를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Payment by check:                                      Payment by credit card: 

Please make check payable and mail to: 

Loyola Institute for Spirituality 

480 S. Batavia Street 

Orange, CA 92868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Account Number 

Expiration Date CSV/CVV Code 

Signature 

Total Payment 

Name (as it appears on credit c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