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의 마리아 기념, 축일

1 일 : 마리아 베일의 이동 기념일(아르메니아 교회)
2 일 : 일부 국가에서 마리아 방문 축일.
필리핀 Piat의 성모 축일.
473 년, Blancherna(비잔틴과 미국 전례: 그곳에 마리아의 의복이 보존되어 있음)교회, “Maforion"
보존 축일.
1924 년, Ceylon의 Madu 장엄한 성모 대관식(1944 년 새로운 대성당, 1948 년 모든 교 구의 순례
모범이 됨)
1949 년, 1933 년 6 월과 7 월에 있었던 기적적 치유가 교회의 인정을 받음.
3 일 : 불치병 환자들의 위로이신 성모.
4 일 :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 축일.
5 일 : 마리아 칠락 축일: 1. 주님 탄생 예고, 2. 방문, 3. 예수님 탄생, 4. 동방박사들의 경배, 5.
성전에서 찾으심, 6. 그리스도의 부활, 7. 주님의 승천.
7 일 : 1952 년, 교황 비오 12 세가 회람을 통해 러시아 백성들을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
8 일 : 러시아 카잔 성모 성화 발현 축일.
9 일 : 콜롬비아 Chiquinquira 성모 축일.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기적의 어머니 마리아 축일, 거룩한 희망이신 마리아 축일.
콘스탄티노플: 레오 황제(+474)가 세운 “우물 넘어”라는 이름의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 축일.
6 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카르타고에 ‘평화의 성모’ 성당을 지어 마리아에게 봉헌.
그는 트리폴리와 모로코에도 성당을 지어 마리아에게 봉헌했다.
1548 년, Diaz Mendez는 “평화의 성모 도시”라는 이름으로 La Paz 도시 세움.
1827 년, Picpus의 신부들이 호놀룰루에 정착하고, ‘평화의 여왕’을 수호자로 삼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선교하기 시작.
1923 년, 카메룬에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께 처음으로 성당이 봉헌됨.
10 일 : 독일 Aachen 지방, 순례의 날. 매 7 년마다 “훌륭한 유물”이라 불리는 마리아의 의복이 공됨.
13 일 : 크로아티아 Zagreb의 ‘Bistrica 천주의 어머니’ 축일.
1917 년, 파티마 성모 세 번째 발현. 성모님은 이때 어린이들이 지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원죄
없으신 당신의 성심께 대한 신심을 가지라 하셨다. 또한 러시아의 봉헌과 매달 첫째 토요일 전례를
거행하라는 당부도 하셨다.
15 일 : 시리아 마론 전례에서 중재자이신 마리아 축일.
16 일 : 가르멜 산의 성모 축일(스카풀라 축일).
1858 년, 루르드 마싸비엘 동굴에 18 번째이자 마지막 성모 발현.

17 일 : 겸손하신 마리아 축일.
18 일 : 비잔틴 전례, Trockerousa 성모 축일.
1666 년, 캐나다를 성가정에 봉헌.
1830 년 7 월 19 일과 20 일 사이 밤중에 천주의 모친께서 처음으로 카트린느 라부레 성녀에게
발현하심.
20 일 : 1947 년, Grignion de Montfort와 Catherine Labouré가 성인품에 오름.
21 일 : 자비의 성모 축일(7 월 네 번째 주일 전의 토요일).
스위스 Einsiedeln 성모 축일.
포로들의 해방자이신 성모 축일.
22 일 : 러시아 Kaloja의 성모 축일.
26 일 : 마리아의 양친이신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 축일.
28 일 : Smolensk의 순수한 천주의 일꾼 성화 축일(‘Hodigitria’: 길을 인도하는 성모)
29 일 : 1456 년, 교황 Callistus III세, 이후로 삼종기도 때 종을 울리라는 명을 내림.
30 일 : 프랑스 Puy, '평화를 증진시키시는 마리아‘ 축일.
31 일 : 에티오피아 교회, 잉태하신 마리아 축일.
7 월 둘째 주일 : 멕시코 Ocotlán의 성모 축일.
7 월 네 번째 주일 전 토요일 :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