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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가 하객에게 입장을 권유하는 방송을 한다.)예식장밖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신랑 ( 

)군과신부( )양의 예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식 사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신랑( )군과 신부(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하기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화촉점화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모친께서 축복의 촛불을 

점등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양가 모친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주례 등단및 소개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 ) 선생님은.. (양력소개)

신랑입장
먼저 신랑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랑 입장 “

신부입장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입장이 있겠습니다.힘찬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입장 “

맞 절
이제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혼 인 서 약
존경하는 주례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혼성언문낭 독
혼인서약에 이어 이제 두 사람의 완전한 부부 됨을 선언하는 

성혼성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 례 사

이제 두 사람의 법적인 혼례절차를 마치고 존경하는 

주례선생님으로부터 결혼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및내빈께 인사

양가 부모님 및 내빈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사회자)먼저 신부 부모님을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신랑,신부 인사"다음으로 신랑 부모님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신랑.신부 인사"이제 내빈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케익컷팅

다음은 신랑 신부 케익컷팅이 있겠습니다.양가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촛불을 끄겠습니다 1, 2, 3 / 케익커팅을 

하겠습니다 1, 2, 3

축가 및축주 연주

신랑,신부의 행복된 미래를 위해서 축가 및 축주 연주가 

있겠습니다.신랑,신부께서는 계단을 내려오셔서 연주자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 진

이제 갓 태어난 두 사람이 복된 새 가정으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두사람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랑, 신부 행진”

안 내

이것으로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로연 행사는 ( ) 층에 

마련돼 있사오니 꼭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랑,신부의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일가 친척,친지,친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