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마리아 축일, 기념일
이 달의 마리아 기념․축일 6 월

1 일: 1642 년 Kevelaer 기적의 성화를 기리다.
2 일: 553 년, 제 5 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천주의 모친” 칭호를 재확인.
4 일: 1979 년,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폴란드의 체스타코바(Czestochowa) 성모 성지를 방문.
6 일: 1840 년, 마리스타 수도회 창설자인 Marcellin Champagnat 신부가 그의 은둔소에서 세상을
하직함. 그는 1789 년 5 월 20 일 남프랑스 Marlhes에서 태어난 바 있다.
1937 년, 1061 년에 세워졌다가 1538 년에 파괴되었던 영국 Walsingham 성당이 재건되어 봉헌되다.
8 일: 1856 년, Du Puy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기적의 성화 대관식을 하다.
9 일: 은총의 어머니 마리아 축일.
10 일: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발현 목격자인 어린이들과 함께 수호천사 축일 경축.
1946 년, Eustachius Kugler 신부 선종. 그는 파티마 성모에 대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자비의
형제회’ 관구장이었다.
11 일: 비잔틴 ‘아카티스토스’ 선언에 발현하신 마리아 축일.
See: http://home.iprimus.com.au/xenos/axion.html
1908 년, 파티마 성모 발현의 목격자 중 한 명인 프란치스코 마르토 출생.
1899 년, 레오 13 세가 전 세계를 예수 성심께 봉헌. 예수님은 마리아 성심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분의 성심 모두를 공경하는 결과를 낳다.
12 일: 1924 년, 중국 상해 근처의 Zikawei에서 몽고와 만주와 함께 “중국의 여왕”께 자신들을 봉헌함.
마리아 공경은 “우리의 좋으신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Ma-li-ya" 성화와 함께 13 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6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이어져 왔다. 처음 봉헌된 것은 1576 년이었다. 가장 오래된
성모 성지는 1662 년에 세워진 마카오의 ‘Our Lady of Pen-hoa’이다.
13 일: 1917 년, 파티마 성모의 두 번째 발현. 이때 마리아는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원죄 없는 성심의 신심을 세우기 원하신다. 나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원하실 것이다.”
14 일: 1925 년, 루르드 성모 발현의 목격자인 벨라뎃다 수비루스가 복녀품에 오름.
15 일: 에티오피아 교회,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의 축일.
21 일: 마리아 방문 축일(곱틱교회)

22 일: 431 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천주의 모친’ 교의 선포.
1883 년, 말타의 Ta 'Pinu, Gozo에서 마리아 발현.
24 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감을 받아 마리아의 중재에 대해 기쁨을 노래했던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
26 일: 러시아 Tichw의 복되신 성모 축일.
2000 년,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의 요청에 따라 ‘파티마 세 번째 비밀’ 책이 출판됨.
27 일: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축일. 이 성화는 1499 년 3 월 7 일에 로마에 오게 되었고, 1886 년 4 월
26 일, 로마 Redemptorists 성당에 기증되었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성모’를 수호자로 모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