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졸업 미사
제1독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 잠언의 말씀입니다.

1,2-7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2

3

현철한 교훈과, 정

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

4

이니,

5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으라.

6

그

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7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

여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8.9.10.12-13ㄱ(◎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
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
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
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
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

제2독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17

4,17-24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18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

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19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

댑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22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24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

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마태 5,13.14 참조

알렐루야.
<사순 시기에는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를 한다.>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

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13

5,1-2.13-16

2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
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