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마리아 축일, 기념일

1 일 : 모든 성인 대축일.
1950 년, 교황 비오 12 세가 마리아는 영혼과 육체 모두 하늘에 올림 받으셨음을 선포.
2 일 : 위령의 날.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 기념일(곱틱 교회)
1375 년, 교황 그레고리오 11 세가 로레토 교회에 처음으로 대사를 인정하는 그의 약식교서 ‘Dum
Praecelsa'를 발표함.
4 일 : 비엔나와 헝가리, Pötsch 성모 축일.
7 일 :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성녀 축일(곱틱 교회)
8 일 : 수호자 마리아 축일.
10 일 : 마드리드 Almudena 성모 축일.
11 일 : 1964 년, 교황 바오로 6 세가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선포. 이후 요한 바오로 2 세는 이
호칭을 성모 호칭기도에 삽입해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음.
14 일 : 콘스탄티노플 Pasenika(승리)의 성모 축일.
15 일 : 신앙의 성모 축일(비잔틴 교회)
Quesquam(에티오피아 교회)의 마리아 성당 봉헌.
Dair al Mubarraq 의 마리아 성당 봉헌(곱틱 교회).
16 일 : 오스트라 브라마 성모 축일(폴란드와 리투아니아)
19 일 : Seyom의 마리아 축일(에티오피아 교회)
20 일 : 1959 년, 워싱턴에서 Spellman 추기경이 국립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당을 봉헌함.
21 일 :마리아(어린이) 성전 봉헌 축일.
성전에 들어간 마리아 축일(비잔틴, 아르메니아, 마론 교회).
에콰도르, El Quinche 성모 축일.

예루살렘에서 마리아 성당을 봉헌함.
1964 년, 교회헌장(Lumen Gentium) 8 장 “교회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천주의 모친”이
선언됨. 이것은 교회 역사 상 마리아에 관한 가장 긴 가르침의 내용이었다.
교황 바오로 6 세, 다시 한 번 전 인류를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함. 1942 년 10 월 31 일
비오 12 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미 봉헌한 바 있다.
26 일 : 필리핀 Los Remedios(영원한 도움)의 성모 축일.
27 일 : 러시아 Nowgorod에서 발현하신 천주의 모친 축일.
기적의 메달 성모 축일. 1830 년, 카트린느 라부레 성녀는 기적의 메달에 대해 알릴 임무를 받음.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토요일 : 중재하시는 마리아 축일.
세 번째 주일 전 토요일 : 천주 섭리의 모후이신 마리아 축일.
네 번째 주일 : 중국 Suitung 성모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