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마리아 축일 및 기념일 

 

1일  : 1883년 교황 레오 13세가 10월을 ‘묵주기도의 성월’로 공포하심 

3일  : 착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기념일 
1954년 독일이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됨 
2000년 위대한 마리아의 신심가, 교황 요한 23세의 시복식 거행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교의를 선포하심 

7일  : 1295년 로레토 성지를 지금의 자리로 옮김. 
1382년 폴란드 야스나 고라에 체스토코바의 기적의 성모상이 설치됨 
1921년 더블린에서 레지오 마리애가 창설됨 

8일  : 성모님의 탄생 기념일 
오스트리아 마리아젤 의 수호 성모님 
리투아니아의 schiluwa 성모님 
큐바의 El Cobre 성모님. 1916년 베네딕토 15세는 이 성모님을 이 섬의 수호자로 선포하심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뉴욕방문(10월 2일)을 위해 성모님께 “빛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로레토를 순례하셨음. 

9일  : 스페인 Covadonga 와 Aranzazu의 성모 기념일 

11일  : 베네수엘라의 Coromoto 성모 기념일 

12일  : 1683년 터어키로부터 뷔엔나 독립의 역사적인 주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마리아 명명 기념일 
오스트리아의 어머니로 고양된 마리아 기념일 

13일 : 에쿠아도르의 Quinche의 수호 성모님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의 다섯번째 발현. 성모님은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열심히 할 것을 요청하셨다. 

14일  : 십자가 현양 축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서 계셨다. 
948년 스위스의 순례지, Maria Einsiedeln의 창설 
1967년 로마에 살고 있는 Prague의 Beran 추기경이 파티마에 “박해받는 교회을 시작하셨다. 

15일  : 성모 통고 기념일 

16일  : “ 미국에 사는 라틴아메리카계 사람”들의 성모 기념일 

17일  : 1569년 비오 5세께서 묵주 기도 형제회와 10월에 엄숙한 공적인 묵주기도 행렬을 승인하심. 

18일  : 1577년 가르멜 수도원의 스카풀라 신심을 승인하심 

19일  : 1846년 라살레트의 성모 발현. 1851년 Grenoble 의 주교에 의해 확실성이 승인됨 

20일  : 파라과이의 Itati 성모 기념일 



24일  : 포로들의 속량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1696년 Mercedarian 수도원의 창립 기념일에 
성립되었다. 그대 마리아는 발현을 통해 이를 요청했다. 
787년 니케아에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성인들의 상본에 대한 신심의 표현에 관한 제 2차 공의회가 
시작되었다. 
1518년 Haiti에서 Mercedarian 수도자들이 그 섬에 첫 마리아 성지 Cozumel을 설립했다. 

25일  : 자비의 성모 기념일 
고아들이 보호자 성모 기념일 

27일  : 스페인 톨레토, Alcazar의 하느님의 티없으신 어머니 기념일 
1666년 룩셈부르그는 그 도시의 수호자로 마리아를 선택했다. 
1748년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 Golden Bull”이라 불리는 마리아 형제회의 설립을 선포했다. 200년 
뒤에 교회 비오 12세는 마리아 형제회를 위한 사도직 회칙, “Bis Saeculari” 를 선포했다. 

29일  : 대천사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의 기념일. 가브리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30일  :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일랜드 Knock을 방문하시고 새 교회에 바실리가 상을 
수여하시면서 그 성지에 황금 장미를 주셨다. 

9월의 8번째 후 주일  : 스페인 Murciadml Fuensanta 성모 기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