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마리아 축일

1 일: 1858 년, 루르드 성모 열두 번째 발현.
2 일: 1858 년, 루르드 성모 열세 번째 발현. 여기서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굴로 향하는 행렬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1917 년, 모스코바 근처 포츠킨키(Potschinki)의 Eudokia Andranova 가 시력을 되찾다. 그는
러시아에서 공경하는 Dershawnaja Kolomenskoja 성화를 기적적으로 발견해 낸 바 있다.
1933 년, 벨기에 바뇌에서 마리아가 열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발현을 하심. 당시 그녀는 Mariette
Becor 에게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많이 기도하여라.”는 말씀을 하셨다.
1939 년, “마리아 교황”이라 불리던 비오 12 세가 비오 11 세의 뒤를 잇다.
3 일: 1858 년, 루르드 성모 열네 번째 발현. 이 때 그녀는 성당 건립을 부탁했다.
4 일: 1858 년, 루르드 성모 열다섯 번째 발현.
10 일: 1476 년, 독일의 첫 번째 ‘로사리오 형제 회’ 승인.
11 일: 1910 년, 파티마 성모 발현의 목격자 히야친타 마르토 출생.
12 일: Estremadura에 있는 ‘스페인의 과달루페 성모’ 축일.
13 일: 1980 년,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교구 주교들의 동의 아래 ‘로레토 성모 호칭기도’ 속에
삽입될 수 있게 됨.
14 일: 러시아의 Kostroma (혹은Fedor) 성모 축일.
17 일: 루마니아 Blaj 성모 축일.
18 일: 코르시카의 Ajaccio 성모 축일.
19 일: 천주의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었던 요셉 성인 축일. 그는 전 교회의 수호자이자 죽는
이들의 보호자로 공경된다.
20 일: 스위스 성 Nicholas of Flue (1417-1487) 축일. 성모님은 그에게 여러 번 발현하셨다.
21 일: 러시아 Nowy Swierjan의 성모 축일.
22 일: 1907 년, 파티마 성모 발현을 목격한 어린이들 중 가장 연장자인 루시아 출생.

1974 년, 교황 바오로 6 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경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사도적 권고인 『마리아
공경』을 펴냄.
24 일: 1858 년, 루르드 성모 열여섯 번째 발현. 이 때 성모님은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는
확인을 하셨다.
1920 년, 베네딕트 15 세 교황은 성모님이 “모든 비행조종사들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보호자”라고
선언하였다.
25 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영국 웰싱헴(Walsingham)의 수호자 성모 축일.
러시아 Don 성모 축일.
1981 년, 복된 동정 마리아 성화를 위한 대관식 예절 선포. 이것은 여왕이신 마리아 공경에 대한 새로운
호칭 내용을 담고 있다.
26 일: 비잔틴 교회, 대천사 가브리엘의 Sinaxis.
31 일: 러시아 Iwer 성모 축일.
부활 후 첫 금요일: 우물의 성모인 Zootokos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