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마리아 축일, 기념일 

1일 : 포크로브(pokrov, "보호자 마리아") 축일. (슬라브 비잔틴 교회의 수호자 마리아) 

1962년, 요한 23세 교황이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시작 전날 밤 로레토 성가정 성지를 방문. 

2일 : 1629년, 육화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Pierre de Berulle 추기경 선종. 그의 저술들로 인해 마리아의 신비에 
대한 이해가 쉬워졌다. 

4일 : 마리아에 대해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 

5일 : 멕시코의 Zapopan 성모 축일. 

869년, 제 8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시작. 여기에서 성화, 특히 그리스도와 마리아, 성인들에 관한 성화 공경이 
더욱 굳건해 졌다. 

1926년, 변호사의 신분으로 이태리 폼페이에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를 설립한 Bartolo Longo 선종. 

1944년, 비오 12세 교황이 주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베네수엘라가 Coromoto 성모께 봉헌하는 것을 승인함. 

1953년, 파티마의 로사리오 대성당을 봉헌. 

7일 :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비오 5세 교황이 
로사리오 기념일 제정. 이 승리는 로사리오기도 덕분인 것으로 여겨진다. 

8일 : 수호자들의 수장이신 헝가리의 황후 마리아 기념일. 

스페인 베고니아의 성모 축일.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제 3천년을 지극히 복되신 천주의 동정 모후께 봉헌. 

10일 : 1666년, 고통 받는 이들의 위로이신 마리아께 룩셈부르크를 봉헌. 

11일 : 1931년(당시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처럼 유지되어 오던), 비오 9세 교황이 에페소 제 1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모후이신 마리아’ 축일 제정. 

독일 Essen 지방 ‘금의 성모님’ 축일. 

12일 : 필라르(스페인 사라고싸) 성모 축일. 복자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에 의해 창립된 마리아회(마리아니스트) 
축일. 

1618년, ‘마리아눔’(Marianum)을 설립한 하느님의 종 Jakob Rem 신부 선종. 그는 독일 Ingolstadt에서 마리아 
회원들을 모집하기도 한 인물이다. 

13일 : 1318년, 요한 23세 교황이 만종 시간에 성모송 바치는 전통을 승인했다. 

1917년, 파티마 성모의 마지막 발현. 마리아는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으며, 보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양의 기적을 일으켰다. 



16일 : 정결하신 마리아 축일. 

1419년, Milan의 마리아 주교좌성당 봉헌. 

17일 : 1917년, Maximilian Kolbe 신부가 로마에서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 창설. 회원들은 자신을 완전히 
마리아께 봉헌했다. 

Reims, Chartres, 그리고 Citeaux에서 마리아께 주교좌성당을 봉헌하며 자신들의 수호자로 모심. 

18일 : Myrrh(에티오피아 교회), 정원의 성모 축일. 

1914년, Joseph Kentenich 신부가 독일 라인 강 근처에 창설한 Schoenstatt 순례 성지 설립.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 운동 본부가 되었다. 

19일 : 1947년, 오타와의 대주교가 순회하던 파티마 성모상에 대관식을 하고 50일 동안 7개 교구와 백 개 
이상의 성당을 순회하도록 했다.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가톨릭 운동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받는다. 

20일 : 1646년, 요한 4세 왕이 포르투갈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께 봉헌. 

21일 : 1956년, 스트라스버그 주교좌성당에서 유럽의 창문을 봉헌. 그것은 유럽 연합 회의를 통해 일치와 평화를 
얻고자 하는 열망의 상징이었다. 

1979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이 폼페이 승리의 성모 성지를 순례하다. 

22일 : 러시아 카잔 천주의 모친 축일. 

23일 : 1311년, 로레토의 성 마리아 성당이 처음으로 공적인 심사에 들어감. 

24일 : 고통 받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 축일(러시아). 

쿠바 Regla의 성모 축일. 

26일 : 1495년, 알렉산더 6세가 성모 칠고에 대해 처음으로 승인함. 

31일 : 1942년, 비오 12세 교황이 전 세계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 

10월 첫째 주일 : 마론 교회에서는 이날을 ‘로사리오의 성모’ 축일로 지낸다. 

10월 넷째 주일 : 평화의 성모 축일. 

죽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축일. 

힌두교의 새해 시작과 10월의 마지막(혹은 1월의 시작): 인도 Khambolaj, 버림받은 이들의 성모 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