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진행순서
식순
식전
안내

개식사

내용
밖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은 안으로 입장 하셔서,
오늘의 결혼식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사항
식전영상 상영
예식 10분전 부터
입장권유 방송 시행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축복된 결혼식을 위하여 예식 진행중에는 조용한 분위기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운 예식을 위한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셔서 단상에 마련되어있는 초에 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점화 완료하면) 화촉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촉
점화

양가 어머니께서는 양가의 화합을 의미하며 상호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양가어머님 대기상태
확인 후 진행

(양가 어머니 인사 후)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일가친척 분들과 하객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니 하객분들께 인사!“
양가 어머님들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례
소개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례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
) 이십니다.
오늘 신랑신부가 부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약속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
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례선생님
단상으로 입장

신랑
입장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 순간을 가장 기다려왔을 신랑(
)군의 입장 시 하객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신랑은 입장하여
주례를 향하여
인사 드린 후
뒤돌아 하객께 인사

신부
입장

이제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신부는 천천히
입장하며
신랑은 내려가 신부
부친께 인사 후 악수

신랑
신부
맞절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을 마치고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진행 "신랑,신부 맞절")

사회 멘트에 따라
주례 주도하에 진행

혼인
서약

다음은 존경하는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 서약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례선생님 혼인서약 낭독 -> 신랑신부 대답)

사회 멘트에 따라
주례 낭독

성혼
선언

혼인 서약에 이어 이제 두사람의 완전한 부부 됨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례선생님 낭독 후)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멘트에 따라
주례 낭독

주례사

축가

이제 두 사람이 법적인 혼례 절차를 마치고 존경하는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두 사람이 좌우명으로 갖추어야 할 귀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랑신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 때는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례진행) "신랑,신부인사"
부모님께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주례진행) "신랑,신부인사"
인사
다음은 하객여러분들 앞에서 신랑신부가 더욱 더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것을 맹세하며 친지들과 하객여러분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답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례진행)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행진

이제 하나가 된 신랑 신부가 행복의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하객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의 축복된 행진을 위하여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로 두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행진!!!!"

이것으로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폐식사 예식을 마치신 하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연 장소는
연회장입니다. X2
및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실 하객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피로연
신랑신부의 가족, 일가친지, 친구분들께서는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안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객분들께서는 장내가 다소 혼잡하오니
소지품관리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신부는
음악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