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마리아 축일, 기념일

1 일 : 콘스탄티노플, Hodegas 마리아 성지 기념일.
2 일 : 천사들의 성모 축일. 이 축일은 아씨시 근처 Portiuncula 성당을 봉헌한 기념일이기도 하다.
3 일 : 1626 년, 프랑스 북부 Cambrai 지방에서 Vander-Burch 대주교가 마리아께 종의 신분으로
봉헌하는 것을 허락함. 이 봉헌 행위는 성 베드로 다미아노의 형제인 Marinus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5 일 : 눈의 마리아 기념일(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 로마의 한 귀족부부와 리베리우스 교황은 마리아께
봉헌할 성당의 장소를 꿈에서 보았다. 8 월 5 일, 눈이 에스퀼리노 언덕에 내린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352 년에 로마의 성모대성전이 봉헌되었다. 이 성당은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들 중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로마 백성을 수호하시는 마리아”라는 기적의 성화가 보관된 곳이기도 하다.
1561 년, 로마 ‘천사들의 여왕이신 마리아’ 성당이 봉헌됨.
1888 년, 레오 13 세 교황이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 축일’에 대한 전례 문헌을 집필함.
7 일 : 스페인 Sevilla의 "de Los Reyes"(‘여왕이신’) 성모 축일. 여기에 관해서는 The Mary Page
하단에 있는 스페인어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8 일 : 도미니코 수도회 창설자이며 마리아 신심에 열성적이었던 성 도미니코 기념일.
10 일 : 자비의 성모 축일. 1218 년, 자비의 성모 수도회(Ransom of Captives) 창설. 스페인어 사이트
참조.
11 일 :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축일.
14 일 : 1480 년, Locarno(Sasso의 마리아)에 마리아 발현.
OFM 수도회 소속 Maximillian Kolbe 성인 축일(그의 순교일이기도 함). 그는 ‘성모기사회’
창설자이기도 하다.
15 일 : 성모승천 대축일.
비잔틴, 시리아, 마론 교회 전례에서는 ‘마리아 영면 축일’이라 부름.
1928 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2 미터 높이의 마리아 성상을 봉헌함.
1943 년,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됨.
1945 년, 인도양에 있는 ‘Mauritius’라는 섬(마리아 섬)이 순례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 이 기념비는
‘평화의 여왕’이라는 것으로서 1933 년에 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되었던 ‘은총의 성화’였으며, 당시로서는
대양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었다.

1947 년, 헝가리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됨.
1952 년,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평화의 여왕’ 성당이 재건되어 봉헌됨.
1953 년, Kevelaer 의 성모로 순례가 시작됨.
16 일 : 헝가리의 왕(1038)이었던 Stephen 성인 축일. 그는 자신의 나라를 ‘천주의 모친’께 봉헌한
인물이다.
18 일 : 은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축일.
19 일 : 마리아 성심께 대한 신심의 사도였던 John Eudes 성인(1680) 축일.
1917 년, 파티마에 성모가 네 번째로 발현하심. 발현하신 성모님은 “기도 하여라, 기도 하여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20 일 : 1115 년 Clairvaux의 Bernard 성인(1091-1153)이 Clairvaux를 창설함. 그는 또한 De
Laudibus Mariae의 저자였으며, 전례에 있어서도 마리아에 관계된 사항을 첨가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시토 수도회 운동도 이 마리아 신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1 일 : 황금 심장의 마리아(벨기에의 베어링) 축일.
1879 년, 아일랜드의 Knock 에서 마리아 발현.
22 일 :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5 일 : 그리스의 마리아 발현 축일.
병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매년 8 월 마지막 주일 전 토요일).
26 일 : 폴란드의 수호자이며 국립 성지에 계신 체스타코바 성모의 대축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성모 축일.
28 일 : 이태리 시라쿠사 ‘눈물의 성모’(1953 년) 기념일.
8 월 15 일 이후에 오는 토요일: 사도들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8 월 15 일 이후에 오는 주일: 스페인 Torreciudad의 마리아 축일.
8 월 마지막 주일 전 토요일: 병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
8 월 28 일 이후에 오는 토요일: 위로자이신 마리아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