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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Preparation]
These guidelines will help you to prepare for the celebration of this Sacrament at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The first step in your preparation is a meeting with one of the priests or deacons of the parish for the required
PRE-MARRIAGE INTERVIEW.
¾

¾
¾

A couple planning to marry in the Archdiocese of Atlanta must contact your Pastor for his
0ermission, or another priest, deacon to begin preparation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your wedding.
본당신부님과의 결혼 전 면담
☞ 적어도 결혼하기 6개월 전에 면담을 해야 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to help determine that both parties are free and ready to marry. Only
after this meeting the date can be set for your wedding. No dates are ever set, even tentatively, by
other staff members or over the telephone.
During your first meeting, the priest or deacon will explain the sacramental formation for marriage.

The second step is to arrange a meeting with your designated Sponsor Couple to discuss meeting dates
and times. A couple needs to attend 10 hour (5 week) for pre- marriage instruction. Book $20.00/Person
1. 혼인성사를 준비하는 본인들을 위한 10시간(5주간) 혼인교리를 받습니다.
2. 교재(text)는 “Sponsor Couple Program For Christian Marriage Preparation”로 성물판매부에서 $20
(한 사람당)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교리 교육담당 봉사자와의 연락은 사무실에서 해드립니다.
The third step is to prepare document. What documents do we need?
(1) Baptismal certificate and Confirmation certificate – 두 사람의 혼인용 세례 및 견진
증명서(본당에서 세례나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본당 사무실에서 준비해줍니다.)
(2) A copy of both Family Register(with Citizen) – 두 사람의 호적등본을 본당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3) Marriage License Process
– The Marriage license form must be presented to the priest or deacon before the beginning of the
wedding rehearsal.
– 자신의 거주 County probate court에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하 면 담당관으로부터
Marriage license form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일 주일 전까지 본당 사무실에
Marriage license form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결혼식 후에 주례신부님이 사인하신 Marriage license form을 담당 관에게 우편
발송하므로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상 필요하다면 결혼식이 끝난 후에, Marriage
license form에 주례신부님의 사인을 받아 직접 county probate court에 제출하면
담당관으로부터 Marriage certificate copy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county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방문 시 문의하여 확인해 두십시요.
☞ Note ;
Marrige License should not be issued before the Sacrament of Marriage. If done so, please advise
the Pastor when you have a spiritual meeting for marriage.

☞ 주의사항 (필히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성사에 의한 결혼 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 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면담 시에 본당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The Sacrament of Marriage
MUSIC
Music will add much joy to the occasion of your wedding. Its primary purpose will be to help the people to
pray. Congregational singing, therefore, is to be preferred, even though a vocal soloist may be very
appropriate at certain times before and during the liturgy.
[음악은 당신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시기에 행복을 더 해줄 것입니다. 음악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객들)함께 부르는 노래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전에
혼자 부르기(예, 성악가)보다 더 적합합니다.]
The parish recommends the use of its own accompanist and cantor for all weddings. Other musicians are
generally unfamiliar with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Catholic liturgy and congregational singing. Other
instruments such as flute, trumpet, etc. are also available.
[본당은 모든 결혼식에 본당의 반주자와 성가대를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인 음악인들은 가톨릭의
성가와 전례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플룻이나 트럼펫 등과 같은 다른 악기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ease contact the Director of Liturgy and Music at least 2 months in advance of the wedding date, to
schedule a consultation regarding the music at your celebration.
[전례와 음악 담당자를 결혼 2개월 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식에 관련된 음악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THE WEDDING LITURGY
LITURGY OF WORD (말씀의 전례)
You will invite readers from among your family and friends to proclaim the first and second readings you
have chosen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spectively. These readers should be selected for their
devotion to the Word of God, and for their ability to speak clearly in public.
[본인들이 혼배 예식 독서책 중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1독서와 2독서를 선택한 것을 (2독서는 생략할
수도 있음) 본인들의 가족과 친구(가톨릭 신자인 사람)들 가운데 독서자로 정합니다. 없다면 잘 아는
신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혼례 예식서에 의해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The responsorial psalm and gospel acclamation will be sung. But, read is possibility.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은 가능한 노래로 합니다. 필요시 읽을 수도 있습니다.]
The priest or deacon will proclaim the Gospel, which is followed by the homily.
[사제나 부제가 복음을 읽고 이어서 강론을 하십니다.]

RITE OF MARRIAGE (혼례식)
The Marriage Rite includes the statement of the couple’s intentions, the exchange of vows, the blessing and
exchange of rings, proclamation of the sacrament of marriage, and the general intercessions.
[혼례식은 하객들 앞에서 혼인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서약을 교환하며, 반지의 축복과 교환, 사제의
혼인선언, 보편지향기도(구, 신자들의 기도) 순으로 있게 됩니다.]

While you may not compose your own vows, you may exchange them in a very personal way by speaking
them directly to each other from memory. In fact, this may be a stronger sign of your commitment to each
other than simply saying, “I do” to the priest’s questions. Another option is to repeat the vows after the priest,
phrase by phrase. During the exchange of vows, you face each other, join your hands, and speak loudly for
all to hear.
[당신은 자신만의 서약을 하는 것은 아니나(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므로), 기억하는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에 의해서 매우 개인적인 (서약의)교환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제의 질문에 “예”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혼인 서약의 힘있는 표현이다. 사제의
묻는 질문마다 서약은 반복된다. 서약을 하는 동안, 서로 마주 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답합니다.]
In the general intercessions, join together in prayer for the celebration of this marriage.
[보편지향기도, 즉 신자들의 기도는 혼인성사를 받은 신랑 신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LITURGY OF EUCHAIRST (성찬의 전례)
(When celebrated)
Church norms allow the distribution of Holy Communion under the forms of both bread and wine at wedding
masses. The bride and groom must therefore attend confession prior to the sacrament of marriage.
[교회는 혼인미사에서 양형 영성체를(성체와 성혈을) 허락합니다. 그런 까닭에 신랑 신부가 신자라면
반듯이 혼인성사 전에 고백성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A song accompanies the Communion procession and expresses our unity in the Body of Christ.
[영성체를 하는 동안 성체와 일치를 표현하는 성가를 부릅니다.]

CONCLUDING RITES (파견예식)
The priest will bless bride and groom at the end of wedding ceremony and then conclude the Mass. At the
end of every blessing prayer, everyone will reply with an “Amen”.
[사제는 결혼식을 마치는 신랑 신부에게 축복해주고 미사를 마칩니다. 모든 참석자는 매 축복
기도문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OTHER CONSIDERATIONS
The maid of honor or the best man for marriage are often uneasy about being in front of large group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liturgical gatherings, and cannot remain attentive throughout a celebration.
[들러리들은 종종 하객들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있거나, 전례예절에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 성찬의 전례 때에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중요한 시기에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
예식 하는 동안 내내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Two witnesses for both the bride and groom must be present at the sacrament of marriage. In addition, an
“affidavit regarding the free status of bride or groom” preferably completed by the parents, is required by both
the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 양측을 위한 증인은 각각 2명 (남녀 부부커플이면 좋다) 이 있어야 하고 “증인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인성사를 위한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Throwing rice, seed, or flower petals is a pagan fertility custom that has little or no Christian meaning.
Practically speaking, since our parish maintenance staff is not on duty over the weekend, there is no one to
perform the exhausting clean-up required following these activities, to make the church and grounds
attractive and safe for those attending other weekend services. Therefore, the throwing of rice, seed, flower
petals, silly string, or similar items, is not permitted on church grounds.
[쌀, 씨앗류, 꽃잎들을 뿌리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조금 밖에 없거나, 전혀 없는 타종교의 다산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을 상징하는 풍습이다. 사실상, 본당의 시설관리자는 일요일(주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쌀, 씨앗류, 꽃잎, 반짝이 또는 스프레이류, 또는 유사한 것들을 뿌리는 것은
성당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The Unity Candle, although often imagined to be a traditional part of the wedding ritual, was in fact “invented”
by a florist in 1950s to add ceremony to the shorter civil and non-Catholic services. In Catholic worship, its
symbolism is repetitive of the meaning of the Scripture readings, the homily, the vows, and the exchange of
rings. You should not feel obliged to include a unity candle in your wedding. And for all candle decorations,
please use only mechanical candle fillers.
[결혼예식의 전통적인 부분으로 알려진 unity candle은 가톨릭적인 것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예식의 일부로 첨가한 꽃장식가들에 의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가톨릭 예식 중에 그 상징은 독서(성서의
낭독), 사제의 강론과 서약, 반지들의 교환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혼식에 unity candle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장식용 초는 오직 mechanical
candle filler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꽃집에 장식을 의뢰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 주십시요)]
All flowers and other decorations must be removed from the Church immediately following your picture
session. And do not use adhesive tape to decorate the pews. All flowers decorations should not use water
cage.
[모든 꽃과 다른 장식용품들은 기념촬영이 끝나는대로 즉시 치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좌석에
장식을 위해 어떤 접착테이프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꽃(장식)은 water cage(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You should not feel obliged to include a white runner in your wedding.
[결혼식에 하얀 장식용 긴 깔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Wedding Dress에 더 어울립니다.]
During the Advent, Christmas, Lent and Easter seasons, as well as at other times during the year, the church
and sanctuary are already decorated in an appropriate manner with flowers and/ or other installations. Under
no circumstances may these be removed for weddings.
[연중시기뿐만 아니라 대림, 성탄, 사순절과 부활시기에는 성당과 제대주변에 는 꽃과 함께 알맞게
이미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혼식을 위해 옮기거나 치워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제와
복사들이 예식을 하는 동안 불편하도록 허락없이 장식품을 놓아서도 안됩니다.]

PHOTOGRAPHY(사진촬영)
We understand that photographs are important reminders of your wedding. We ask that these pictures be
taken before or after the ceremony.
[우리는 사진들이 당신들의 결혼식을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 사진들은 예식 전
또는 후에 찍을 것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During the ceremony, the photographer may take pictures without flash only from the rear of the church.
Your photographer is free to photograph the wedding party as they come down the aisle after the service.
[예식을 하는 동안, 사진사는 플래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뒤에서만
(제대에 다가서지 않는 범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제대 주변으로 올라가서 는 안됩니다.). 당신의
사진사는 제대를 향하여 사진을 찍는 정도로 하고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No pictures may be taken from anywhere in the sanctuary at any time, or by relatives and friends in the pews
after the ceremony begins.
[예식이 시작되면 좌석에서 관계자나 친구들에 의해서 또는 제대 주변에 서는 언제, 어디서도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Flashes of light, electronic camera noises, movement of camera equipment or photographer, loading and
unloading of film, etc., create a very disturbing environment and destroy much of the prayerfulness of the

worship. Photographers and videographers should refrain from using any lighting or flash equipment that
may disturb the worshipping atmosphere of the wedding ceremony.
[플래쉬라이트, 카메라의 셔터잡음, 사진사 또는 카메라 장비의 이동, 필름장착과 탈착 등은 예식에
참석한 신자들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분심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사진과 비디오 촬영시 결혼예식의
기도하는 주변상황에 저해할 어떠한 조명도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요.]
After the wedding, you may stay for 30 minutes for posed pictures. The officiant will be happy to pose with
you in the first picture immediately after the ceremony; please understand that he will have many other
weekend commitments, and may not be available if your pictures are delayed by a receiving line.
[결혼식 후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30분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례사제는 예식 후에 즉시
첫번째로 당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퇴장 후 바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anctuary is a scared place in our Catholic tradition. The altar is consecrated as a symbol of Christ’s
presence. I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sanctuary as a studio for casual photographs. In particular, sitting on
the floor or on the sanctuary steps, and moving the altar or leaning against it are not permitted.
[제대주변은 가톨릭신앙의 전통에 있어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내는
봉헌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촬영을 위한 장소로서 제대주변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특별히 바닥에 앉거나 제대주변을 오르내리거나, 제대 옆을 지나다니거나 제대에 기대는 것을 금합니
다.]
The following additional guidelines are in effect for videography;
(1) All video equipment must be in place no later than 30 minutes before the wedding begins;
(2) once in place, the equipment may not be moved during the ceremony;
(3) no additional lighting may be used.
[비디오촬영을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비디오 촬영장비는 결혼식 시작 30분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예식 동안에 장비를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어떤 조명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hotographer and a Cameraman should be appropriately dressed for their work in a sacred place.
[촬영자는(사진과 비디오) 성스러운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Please deliver a photocopy of this page of these guidelines to you’re a cameraman in plenty of time before
the wedding.
[결혼식 전에 당신의 촬영자들에게 이 지침서의 복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REHEARSAL(예행연습)
Normally, all rehearsals are on Friday evenings. Your priest or deacon will set the rehearsal time when sets
the wedding time.
[통상적으로. 모든 예행연습은 금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사제나 부제가 결혼식을 앞둔 예행연습 시간에
참석하실 겁니다.(경우에 따라 불참 할 수도 있습니다.)]
Rehearsals must start on time; there are often two or more rehearsals on one evening. Members of the
wedding party should arrive at least 15 minutes before the scheduled rehearsal time. Please remind them of
the terrible traffic delays in Freeway (I-85) on Friday evening, and ask them to plan accordingly.
[예행연습은 해당일 오후에 두 번이상 하게 되므로 정시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결혼식의 참여자들은
(들러리, 신랑 신부, 양가 어머니 등) 예행연습 시간보다 적어도 15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하이웨이 길 주변 (85번)이 오후 교통체증 시간이므로 참고 하십시오.]
Rehearsals will proceed in a quite, dignified manner. Member of the wedding party should be reminded that
they are in a holy place. They should dress appropriately in view of the setting(No short pants, no slippers,

no caps, no sleeveless shirts). The use of alcohol before or during the rehearsal, or before the wedding, is
absolutely prohibited. Smoking is permitted only outdoors.
[예행연습은 엄숙하고도 조용히 진행될 것입니다. 결혼식의 참여자들은 (예행연습이 이뤄지는 곳이)
성스러운 곳임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행연습에 적절한 옷(반바지, 슬리퍼, 모자,
소매없는 셔츠 등은 금지)을 입으시기 를 바랍니다. 예행연습 혹은 결혼식을 하는 동안 또는 이 전에
음주는 절대로 금합니다. 흡연은 성당 밖에서만 허락합니다.]
Rehearsals are conducted by the parish Wedding Coordinator. The priest or deacon may or may not be
present.
[예행연습은 본당 Wedding Coordinator가 지도하게 됩니다.]

BRIDE’S ROOM (신부 대기실)
You are most welcome to use the crying room for the bride and her attendant(s) to dress. Please know that
space limitations make it necessary for the attendants to have hair and makeup ready, so that they can just
slip into their gowns.
[신부는 대기실로 신부와 그녀의 결혼예복 도우미를 위한 (성당내의 뒤) 유아실을 사용합니다. (대기실
공간은)예식에 적절한 머리와 화장을 준비하기에 여유롭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Please leave the room in an orderly condition. There may be other weddings after yours, and there is no one
to clean up after you but you! Please, no food, drink, or smoking in this room.
[본래의 잘 정돈된 상태로 신부 대기실을 떠납니다. 당신의 결혼식 후에 다른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Ask your attendants to leave any valuables in the car or at home. A friend should be designated to come
clear the bride’s room shortly after the ceremony begins.
[당신의 도우미들에게 귀중품들은 차 안이나 집에 두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 한 사람은 예식이
시작한 후에 짧은 시간에 신부대기실을 치우도록 합니다.]

PARISH HALL
The parish hall(cafeteria) is available at a fee of $ 200.00 . At the conclusion of all wedding celebrations,
please make arrangements to clean the parish hall.
[친교실은 장소 사용료가 $200입니다. 결혼 피로연이 끝나면 친교실을 깨끗이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친교실에 있는 성당 소모품( 예; To Go Box, 일회용 접시, 나무저분, 등등) 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결혼 피로연을 주최하는 가족이 준비를 필히 해 둬야 합니다.

Parish wedding coordinators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of Atlanta will provide each couple with the services of a parish
Wedding Coordinators. Our coordinators have been trained to assist you in every need related to your
wedding in our church. After your consultations with the priest or deacon, you will be given the name of your
Coordinator; please contact him or her at your first opportunity. For assistance, you may visit the parish office.
[애틀랜타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는 본당 Wedding Coordinator들을 예비 신랑 신부들을 위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본당에서의 결혼식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 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제나
부제와의 결혼면담을 한 후에 본인들에게 정해진 Wedding Coordinator를 알려줍니다. 그 분들과 연락을
하십시오. 본당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GIFTS AND FEES
The charge for the use of the church building by others is $500.00 but, if you have to do a register & monthly
offering parishioner that is a $300.00.
[본당 결혼식 장소 사용료는 $500입니다. 단, 본 성당에 교적과 교무금을 하시는 신자 가정은
$300입니다.]
The request for Mass for the sacrament of marriage should be submitted in advance to the parish office
before the beginning of the wedding rehearsal.
[혼배 미사예물은 결혼 예행연습 전까지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Couples may also want to thank the altar server(s) with a small stipend.
[본인들이 미사 복사들에게 줄 소정의 (감사)사례금을 고려 하십시요.]
An appropriate donation for the Wedding Coordinator will be greatly appreciated. And Couples may also
want to thank the other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eremony such as musicians, presider, and secretary
who assist you at your wedding.
[Wedding Coordinator를 위한 적절한 사례는 중요한 배려입니다. 또한 수고 한 다른 사람들(성가대,
특송, 해설자, 사무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요.][ 성가대 (4인 기준) $200.00,
성가대(6인 기준) 합창 $300.00, 반주자 $100.00, 실내 연주자 $100.00, 복사단 $25.00(일인당),
사무장 $100.00 ]
*** 그 외 주의사항 및 안내 ***
*개별 준비 ; 성당 내 데코레이션, 신랑 신부 증인 선정, 부모님 꽃사지 및 장 갑, Unit Candle, 사진
및 Video 촬영, 미사 봉사자 (미사 해설자, 독서자, 복사, 성가대) 선정 등 본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사무실에 의뢰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정 시에는 혼배 전에 사무실에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들러리는 신부의 드레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백 관련하여 준비물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리어설 하기 전 까지 소정의 사례비는 사무실로 모두 완납 해 주셔야 당일 혼배 미사가 끝난 후
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과 함께 전달을 대신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사후 정리 ; 친교실 사용팀은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해주시지 않으시고
가시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100.00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교실 사용시 성당
비품에는 혼배와 관련하여 사용하실 수없습니다. (예: Tray, Cup, To go Box etc.) 식당과 상의
하시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내 데코레이션은 가급적 당일날 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화요일
까지는 정리를 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 성당은 월요일 휴무관계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성당에서는 등록 된 신자에 한하여 혼인 예식을 거행 할 수 있습니다.

Wedding Expenses (혼인 제 비용 내역)
신청사항

구분
성당장소 관리료
미사예물

비용
교무금 납부가정

$ 300

교무금 불납가정

$ 500
혼배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
봉헌금 준비

혼배자 자유 봉헌

친교실 사용료

비고

$ 200

★ 사용후 주방 및 친교실
정리를 필히 해야 됨.
(부당한 경우 $100.00 추가
청구)

전례봉사자 사례비
사회자

$ 100

복사 (2인기준)

$ 25/person

반주자

$ 100

성가대
청년성가대

2인 기준

$ 100

4인 기준

$ 200

결혼 축하곡은 미리 요청해
주셔야 함.

$ 200~

2개월전에 필히예약요

실내악단
사무장
개별준비 사항

복사단에서 선별

2개월전에 섭외요청
$ 100

신랑, 신부 혼인 반지,증인 (가급적 신자여야 함) 선정, 부모님 장갑 및 꽃사지,
축의금용 빈 봉투, 사진촬영 일반, 혼인 증명 양식.

** 귀중품을 분실 할 경우 본당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준비 기간 동안 성당 사무실에 모든 제반 사항 (주보에 혼배 공시)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식 일주일 전에 최종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외 가족과 사무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