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혼인 성사 안내서 
 

결혼은 두 분의 일생을 통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교회는 두 분이 맺는 결혼의 증인이 되며, 

두 분이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참된 혼인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 성사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들 

 

1. 첫 번 째 단계 

날짜 예약 : 최소한 6 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성당 행사표를 열어보고 원하는 날짜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원하는 날짜가 가능하면 즉시 혼인성사를 집전할 사제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혼인을 집전할 사제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혼인 날짜를 성당 행사표를 예약하지 못합니다. 

* 볼티모어 성당의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를 모시고 혼인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본당 신 

부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혼인 성사를 집전할 사제가 정해지면 이제 혼인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후견 부부 선정(Sponsor Couples) 

정식으로 혼인 준비 교육을 받은 부부들의 모임이 있고 자신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여정으로 두 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두 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후견부부를 정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후견 부부가 정해지면 두 분과 5 번에 걸쳐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Engaged Encounter and pre-Cana Conferences 

후견 부부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The Office of Family Life for the Archdiocese of 

Baltimore(410-547-5422)에 즉시 연락하여 ”Engaged Encounter Weekend“ 혹은 ”Pre-

Cana Conferences“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4. Follow-up Interview 

후견 부부나 혼인 교육을 마침에 따라 집전 사제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사제는 그동안 

두분이 해왔던 혼인 준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혼인에 

필요 한 서류들을 점검하고 혼인 전례에 계획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혼인 전례가 가능한 시간 

 

               토요일 10:00 am - 12:00 noon   

                       2:00 pm -   6:30 pm 

             일요일  2:00 pm -  6:30 pm 

 

* 크리스마스와 성지주일 전 토요일부터 성주간동안에는 어떤 혼인 미사도 집전하 

   지 못합니다. 

* 사순절동안에도 혼인 미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 꽃 준비 관계로 다른 본당에서 온 교우들은 국경일(i.e. Memorial Day, Fourth of 

   July, Labor Day, Thanksgivng, Christmas or New Year)에는 혼인미사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2. 타 종교인과의 혼인(Ecumenical or Interfaith Marriage) 

* 한 쪽이 가톨릭이 아닌 경우에는 두 분이 다 혼인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 

   해과 존경 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물론 타종교의 전통을 존중하게 됩니다. 

* 사제와의 면담에서 두 분은 가톨릭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 

   다. 또한 가 톨릭쪽의 사람은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안에서 세례를 줄 것과 가톨릭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 어 줄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톨릭쪽 사람은 가  

   톨릭 신앙과 전통을 믿고 받아드리고 이해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 우리 본당은 타 종교의 목사님들이 혼인 미사에 참여함을 환영합니다. 

* 혼인 증인도 타 종교의 사람이 설 수 있습니다. 

 

3. 손님사제(Visiting Clergy) 집전 

두 분이 손님 사제를 모시고 혼인미사를 거행하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당 신 

부님이 손님사제에게 혼인미사 집전 권한을 위임하고 혼인미사에 대한 전례를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손님사제는 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례도구와 제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4. 떨어져 있는 두 분(Couple Separated During Preparation)의 경우 

두 분이 혼인 준비를 하는 동안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준비를 각자별로 할 수 있 

습니다. 가나 혼인강좌도 따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두 분이 함께 혼인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5. Nuptial Mass or Marriage Within The Liturgy of the Word 

가톨릭 전통은 혼인성사는 반드시 미사전례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전례적인 혼례는 우리 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종교간의 혼인의 경우에는 말씀의 전례안에서 행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회로서는 슬픈 권고이지만 교회가 일치를 이룰 때 이런 불 편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모두를 환영하고 비 가톨릭 신자들이 편안하게 혼 인전례에 

참여토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사전 혼인자(Previous Marriage) 



한쪽이 전에 결혼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 무효 판정서(the decree of nullity from 

the tribunal), 혹은 이전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the certificate of death)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 무효 판정을 얻기 위하여 절차 중에 계신 분은 결혼 무효 판정서를 받기 전에는 혼인 

예식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7.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Required Documents) 

* 영세자들은 가톨릭이건 비가톨릭이건 영세를 받은 교회로부터 영세 증명서를 받아 와야 합니 

다. 영세 증명서는 오래전에 발행된 것은 사용할 수 없고, 혼인 날짜로부터 6 개월 안에 발행 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된 혼인 날짜 얼마 전에 볼티모어 카운티로부터 결혼 허락서를(a marriage license from 

Baltimore County) 받아야 합니다. 이 결혼 허락서는 리허설 할 때 집전 사제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성당 사용(Use Of The Church) 

본당 교우들이나 축하객들은 성당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와 마당에서는 술을 

드실 수 없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축하객은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혼인 전례(THE WEDDING LITURGY) 

 

혼인 전례는 두 분에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고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데로 전례를 

잘 준비하도록 수녀님들과 협조해야 합니다. 환경을 고려하고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혼인 전례 순서(Outline of the Wedding Liturgy) 

 

I.   입당 예식(Entance Rite) 

II,   말씀의 전례 9Liturgy of the Word) 

     하느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II.  혼인 서약식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혼 동의, 서약, 반지교환을 합니다. 

IV,  성찬의 전례(Liturgy of the Eucharist (within Mass only)) 

     성체와 성혈을 머고 마시며 주님의 가족으로 일치합니다. 

V.  퇴장(Closing) 

     신혼부부를 파견하며 공동체는 하느님 사랑을 모두에게 실천할 사명을 다짐합니 

     다. 

 

혼인은 하나의 성사입니다. 혼인은 두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의 혼인 예식도 두 

분만을 위한 예식이 아닙니다. 두 분은 일생을 통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들을 두 

분의 삶에 받아드리고 집으로 다뜻이 맞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축복과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두 분이 거행하는 혼인 예식에서 이미 두분은 이웃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례가 행사로 끝나??안됩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두 분은 공동체와 함께 혼인 성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은 공동체 전체의 예식이지 두 분만의 예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녀님들이 혼인 

전례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전례 환경(Environment-Flowers and Decoration) 

 

혼배자(wedding couple, parents of the couple, consultants)들은 본당의 수녀님들(혹은 결혼 

준비 위원회)께 의논하여 제대 꽃을 준비합니다. 꽃 준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참조하세요. 

 

특별 전례 기간에 이루어지는 혼인 

(Wedding During a Special Liturgical Season) 

 

특별 전례 기간(Advent, Christmas, Lent, the 50 Days of Easter, Pentecost)에 혼인 전례를 

하실 분들은 전례 장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례 장식을 변경시킬 수 없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전례 장식을 옮길 수 없습니다.(사진사들에 대한 지침서 참조) 

사진사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전례 봉사자들(Liturgical Ministers) 

 

독서자: 

독서자들은 미리 교육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전례위원회 혹은 수녀님들이 리허설 때 독서자 

선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가대(Cantor):  

혼인 예식 때 노래를 부를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어야 합니다. 본당 성가대는 이미 

훈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만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지 혹은 친구를 초대하여 

노래할 수 있지만, 전례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전례에 경험이 없는 일반 soloist 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예물 봉헌자(Ministers of Hospitality)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혈 봉사자(Eucharistic Ministers) 

혼인 미사 때에는 성혈 봉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당에서 리허설 때 준비합니다. 

 

반주자(Liturgical Musicians) 

본당 성가대에는 피아노 반주자가 있습니다. 다른 악기를 사용하고저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장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연주자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Music) 



성가는 혼인 예식을 가장 살아있는 전례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곡들을 준비해 줍니다. 

 

두 가지 음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Two types of music are to be considered:) 

1. 전례 음악 : 시편노래, 성가, 응송 등 

2. 축가 : 전주, 어머니 노래, 후주, 독주, 보컬 노래 등 

    음악은 기도하고 그리스도적 신앙을 표현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인 

    기 있는 노래는 피합니다. 

 

 

혼인 순서(Wedding Programs): 

모든 혼인 예식 순서는 본당에서 정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1. 성당안에는 일체 술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습니다. 

2. 성당건물안에서는 일체 금연입니다. 

3. 사진사들(PHOTOGRAPHS) 

* 혼인 미사 중에는 프라쉬 사용을 금합니다. 사진사나 가족이나 손님중 누구도 프 

   라쉬 달린 사 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혼인 미사 후 사진 촬영 시간은 30 분입니다. 전례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례가  

   끝나면 다 시 반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 비데오 촬영은 성가대쪽에서 할 수 있고 회중석 가운데서 제대를 촬영할 수 있습 

   니다. 받침대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명과 다른 장비를 위한 전기 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데오 촬 영자는 사전에 혼인 전례 위원회(수녀님들)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두 분은 사전에 “사진기사와 비데오기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비와 헌금(FEES AND OFFERINGS) 

 

* 혼인을 준비하실 때 아래의 사항들을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전례비(Liturgical Fee) : 성가대를 요청할 때는 전례비를 내어야 합니다(사무실 

                                   에 문의). 성가대 없이 혼인 미사를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혼배초(Wedding Votive Light) : 혼인 예식 때 사용되는 혼배초는 각자가 구입 

            을 해야 합니다.  성당 사무실에 혼인초 구입을 부탁해도 됩니다. 

* 혼인 미사 예물은 따로 준비하고 혼인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 봉헌합니다. 

  



 

IMPORTANT REMINDERS 

* 리허설이나 혼인 예식 이전에 두 분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성당은 거룩한 장소 

  이고, 이야기 를 할 때 정중하게 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 쌀, 색종이 조각, 좁쌀, 장미 꽃잎을 뿌려서는 안됩니다. 

  

  

  

리셉션(reception)안내 

     

    * 본당 브루룸(클릭하세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치음식(클릭하세요)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꽃 준비 안내(INSTRUCTIONS FOR FLORISTS) 

 

 

Holy Korean Martyrs Parish                 Bride___________________________ 

5801 Security Blvd                              Groom__________________________ 

Baltimore, MD 21207                           Wedding Date___________________ 

410-265-8885                                     Time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랑 신부가 혼인 꽃을 봉헌하기 위하여 귀 꽃집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답고 거룩한 지성소를 꾸미기 위한 꽃입니다. 자연스럽고 살아 있는 색깔이 

    면 됩니다. 

2. 지나치지게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Less is definitely more.) 

3. 전례 시기에 맞추어 꽃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림시기, 성탄절, 사순절, 부활 

   시기에 그렇 습니다. 성당에 꾸며진 전례 한경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4. 꽃은 절대로 제대 앞에 놓을 수 없습니다.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5. 일반적으로 제대 뒤에 꽃 두 개를 둡니다. 바침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대를 가 

    려서는 안 됩니다. 

6. 가지 촛대를 복도에 둘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 준비하고 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7. 장식용 천을 성당 입구 복도와 의자 양쪽에 꾸밀 수 있지만, 사용 후 꽃집에서 반 

http://ch.catholic.or.kr/baltimore/album_frames/blueroom.htm
http://ch.catholic.or.kr/baltimore/album_frames/%EC%9E%94%EC%B9%98%EC%9D%8C%EC%8B%9D%EC%95%88%EB%82%B4.htm


    드시 깨끗 이 청소해야 합니다. 

8. 원하시면 융단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스틱이나 종이는 금합니다. 

10. 결혼 당사자들이 주일 전례를 위하여 꽃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수녀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자세한 사항은 수녀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안내(INSTRUCTIONS FOR WEDDING PHOTOGRAPHER) 
 

Holy Korean Martyrs Parish                            Bride_______________________ 

5801 Security 

Blvd                                         Groom______________________ 

Baltimore, MD 21207                                      Wedding Date_______________ 

410-265-

8885                                                Time________________________ 

 

결혼하실 두 분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귀 사진사에 사진을 찍어 주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교회는 귀 사진사를 환영하며, 아래의 본당의 규칙을 일고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진사는 성당안에서는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늘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 

   다. 사진대 바침대는 손님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당 복도에 설치할 수 없 

   습니다. 

   --- 예식 중에는 프라쉬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 

   신부 입장과 퇴장을 찍을 때 성당 중앙 복도 중간 지점안에까지 들어 올 수 없습니 

   다. 

   성당 입구 문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닫혀지고 신부 퇴장까지 열지 않습니다. 

2. 비데오 촬영은 성당 복도 뒤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의 사항은 혼인 전례 담당자(수녀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전 

 

A. 신랑과 가족, 친지들은 제대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대 밑에 약 

    간 떨어 져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B. 신부와 가족, 친지들은 성당 바같 홀이나 축하객들이 오기 전에 제대 앞에서 사진 

    을 찍을 수 있습니다. 

C. 프라쉬 사용은 혼인 예식 이전이나 이후에 할 수 있고 예식동안은 할 수 없습니 

    다. 

D. 비데오 spot lights 사용은 금합니다. 

 

혼인 예식 후 



 

A. 원하시면, 신부는 제단 위에 다시 돌아와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 

    부측 가족들 이나 친지들도 제대 앞 층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혼인 꽃 

    은 잠시 옮겼다 다시 제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B. 어떤 장비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신부측이 떠나면 성당 문을 즉시 잠구기 때문입 

    니다.  

C. 예식이 끝나면 30분 후에는 모두 성당을 떠나셔야 합니다. 30분 후에는 신혼 부부 

    에게 시 간 외 성당 사용료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