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convention - 주례 없는 예식 순서 안내
순서

멘트자

1. 예식 준비

사회자

2. 예식 시작 안내

내용
곧이어 신랑 (
)군과 신부 (
)양의 백년가약을 맺는 성스러운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외에 계
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장내로 입장하여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의 정숙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모두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식은 특별하게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회자 새 인생에 대한 약속이 양가 어르신과 내빈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이뤄지는 뜻깊은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오니,
다소 낯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

3. 화촉점화

이제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모친께서 축복의 촛불을 밝히시겠습니다
"양가 모친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촉점화진행….)

사회자

(화촉점화 후)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후) 이제 내빈여러분께 인
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인사 후) 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십시오.
(신랑 입장 대기를 확인한 후....)

4. 신랑입장

5. 신부입장

사회자

다음은 새 인생의 힘차고 아름다운 출발을 위해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입장!!"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신부입장!!"
(신랑 신부 단상 위에 올라선 후…)

6. 신랑신부 맞절

두사람이 입장을 마치고 내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인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습
니다.
"신랑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이어서 신랑신부의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두사람의 마음가짐을 함께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나 OOO은 신부 OOO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항상 지금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같이 있기에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7. 혼인 서약
신랑
신부

신부:
나 OOO은 신랑 OOO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같이 있기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사람의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회자:
신랑 ooo 군과 신부 ooo 양이 내빈여러분 앞에 서로 부부됨을 엄숙히 맹세 하였습니다.
내빈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사회자

혼인서약에 이어 성혼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혼선언은 특별히 ex)(신랑아버님) 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이제 신랑 OOO 군과 신부 OOO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8. 성혼 선언

9. 축가 및
EVENT

축가

다음은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가는 ~~~~~
내빈 여러분께서는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라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부부가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신랑 신부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10. 부모님께 인사
이번에는 신랑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

"신랑 신부 인사~"

다음은 양가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11. 내빈 인사

사회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고 함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

12. 행 진

이제 오늘 하나된 신랑신부가 행복한 앞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신부 드레스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며 천천
히멘트)
사회자
신랑신부가 새로운 첫 출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박수와 격려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랑신부 행진~ "

13. 폐회식

사회자

이상으로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곧 이어 사진촬영이 계속 진행 될 예정이오니 촬영에 임하실 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4. 피로연 안내

사회자

피로연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로연 장소는 (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마친 후 폐백 드리
시는 분을 포함하여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피로연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피로연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 : 나 ㅇㅇㅇ은 ㅇㅇㅇ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양가 부모님과 여러 하객을 모신 자리에서
서약하는 바입니다.

신부 : 나 ㅇㅇㅇ은 ㅇㅇㅇ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양가 부모님과 여러 하객을 모신 자리에서
서약하는 바입니다.

이제

신랑 ㅇㅇㅇ 군과
신부 ㅇㅇㅇ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자리에서 일
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7년 01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