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마리아 축일, 기념일 

 

1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로마의 Trastevere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에서는 이 축일을 특별히 경축한다. 이 성당은 교황 Calixtus 
1세(+222)에 의해 세워졌다. 

1933년, 벨지움의 보랭에서 마리아의 마지막 발현이 있었음(이 사실은 1943년 2월 19일, Namur의 
주교에 의해 알려졌다.) 

2일 : 아토스 산의 지극히 거룩한 문지기 Panagia Portaitissa 기념일. 

3일 : 1944년, 파티마의 주교가 루치아 수녀에게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대해 기록하라는 명을 내림. 

6일 : 주님 공현 대축일(미국에서는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다.”(마태오 2,11-13) 

804년, Aachen에 마리아 주교좌성당(Marienmünster)이 세워졌다. 이것은 같은 날 샤를르마뉴에 
의해 교황 레오 3세에게 봉헌되었다. 

7일 : 1844년, 루르드의 벨라뎃다 수비루스가 태어남. 

11일 : 6세기, 로마에서는 오래 되고 아름다운 St. Mary in Cosmedin 성당에서 경축 행사가 거행됨. 
그 성당 제의실에는 8세기에 만들어진 “삼왕의 경배” 모자이크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 

13일 : 1547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마리아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그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다고 
선언함. 

1838년, 뉴질랜드의 새로 세워진 St. Mary of Hokianga 성당에서 첫 미사가 거행됨. 

15일 : 뉴올리언스의 ‘신속한 구원자이신 성모’ 축일. 

1933년, 벨지움 바뇌에 첫 번째로 마리아가 발현하심. 이것은 1949년 Lüttich의 주교에 의해 
인정되었다. 

17일 : 1871년, 프랑스 퐁트맹에 마리아 발현. 이것은 1872년 2월 2일 교구 주교에 의해 
인정되었다. 

18일 : 1933년, 벨지움 바뇌에 마리아가 두 번째로 발현하여 우물을 가리킴. 



19일 : 1933년, 벨지움 바뇌에 마리아가 세 번째 발현. 그때 당신 자신이 ‘가난한 동정녀’라고 
설명하다. 

20일 : 1861년, St. Meinrad의 선종. 그는 스위스에 Maria Einsiedeln 순례지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kloster-einsiedeln.ch.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1842년, 로마의 성 안드레아 성당에 마리아가 발현한 사건을 계기로 Ratisbonne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함. 

1933년, 벨지움 바뇌에 마리아가 네 번째로 발현. 

21일 : 도미니카 공화국, Altagracia의 성모 축일. 

23일 : 마리아와 요셉 혼인 축일. 

24일 : ‘복된 동정마리아의 방문 수녀회’를 창설한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주교 학자(1567-1622) 축일. 

31일 : 성 요한 보스코 사제(1815-1888) 축일. 그는 ‘살레시오 수도회’와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 수녀회’를 창립했다. 

1673년, 마리아와 관련된 성인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St. Louis Maria Grignion de Montfort 탄생. 

그 외 : 일부 순례지에서,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 카나의 성모 기념일. 

주님 공현 대축일 이후 세 번째 주일, 베들레헴의 성모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