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 질문들 

1. CLC-USA 에서 주최하는 19 번에 의한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영신수련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가이드(동반자), 성서, 기도와 기도 방법등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정자가 

30 일 침묵 피정 대신에, 9 개월 동안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일러두기 19 번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19 번에 의한 영신수련이라고 불립니다. 이 피정 동안에 

여러분을 이끄는 동반자가 함께할 것이며, 영적인 나눔과 길잡이 세션을 통하여 

다른 피정자들과도 함께 연결될 것입니다.  

 
2. CLC-USA 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왜 이 시점에서 제공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성 이냐시오 회심 500 주년을 기념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세계 

CLC 가 모든 CLC 회원들이 이냐시오 영성에 더 깊이 심화되어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2021 년 8 월에 시작하여 2022 년 5 월에 마치게 됩니다.  

 

4. 참여 요건은 무엇입니까?  
• 매일 기도--30 분 -1 시간 

• 정해진 동반자와의 일대일 만남 ( 45 분 - 1 시간) 

• 매달 --소그룹 모임 –기도 나눔 시간 (1 시간) 

• 매달 --이냐시오 영성에 대한 길잡이 시간 (1 시간) 

 

5. 전국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소그룹이 구성됩니까? 
소그룹은 피정자 6-10 명 정도로 구성되고 동반자도 함께 합니다. 소그룹은 언어, 

지역 또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구성될 예정입니다.  
 

6. 매달 소그룹 나눔 세션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피정자는 한 달 동안 자신의 기도안에서 받은 자신의 기도 체험 (은총과 도전)을 

나누게 됩니다.   

 

7. 이 프로그램 동안 누가 동반하게 됩니가?  
피정자는 CLC-USA 웹싸이트(http://clc-usa.org/resources)에서 온라인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자료를 보고 이 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동반자를 

짝지워줍니다.  

http://clc-usa.org/resources


8.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는 2021 년 8 월 15 일까지 

지불해야하는 $ 250.00 입니다. 2021 년 8 월 15 일까지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각각 $ 125.00 씩 두 번의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할 지불 마감일은 

8 월 15 일입니다. 2021 년, 2 차 분할 납부의 경우 2021 년 12 월 1 일). CLC-

USA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불하거나 CLC-USA 에 수표를 통해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학금 /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LC 회원은 재정 

지원에 대해 NCC 담당자 또는 컬쳐 그룹에 문의해야합니다). 

9. CLC 회원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CLC 회원은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 CLC 회원은 기도 동반자가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0. 휴가나 아플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정자는 자신의 동반자에게 주간 모임 일정을 다시 잡도록 알려야합니다. 
 

11.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합니까? 
신청자는 Come & See 세션에 참여하여 CLC-USA 영신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 발표는 CLC-USA 웹 사이트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더 있으면 다음 이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19thclcreview@googlegroups.com.   

 

12. Come & See 세션은 언제이며 어떻게 등록합니까? 
1 시간 길이의 Come & See 세션은 다음 날짜에 제공됩니다. 

• 첫째 세션: 목 5 월 27 일: 8 시 30 분 동부/7 시 30 분 센트럴/5 시 30 분 서부 

• 둘째 세션: 토 5 월 29 일: 12 시 정오 동부/오전 11 시 센트럴/오전 9 시 서부 

 

Come & See 등록을 위해서 아래를 클릭해 주십시오. 

https://form.jotform.com/2111676610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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