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진행일정안내
♥ 두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아름다운 예식을 위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 안내드립니다. ♥

* 신혼 여행지, 한복 상담과 업체 순차적으로 예약진행
* 스튜디오 촬영 : 미용실과 촬영 일자 협의하여 사전 예약 해주세요. 스튜디오는 뒷장을 참고해주세요.

예식2~3개월전
[패키지 진행시]

더파티움안산 웨딩홀 5F 뷰티샾 (드레스&메이크업) / TEL 031.484.8302 (매주 월요일휴무)
* 촬영시 입을 한복 (미리 맞추시거나/대여), 커플룩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웨딩
촬영시
준비사항

※ 이동하실 차량 준비해주세요. (헬퍼 이모님 동승하여 이동합니다.)
※ 원본, 수정본 CD비용은 별도 입니다. (150,000 ~ 330,000)
※ 도우미 비용 150,000원 별도 준비해주세요. (야간/야외 촬영시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 강남쪽 스튜디오 발렛파킹 1대 가능 합니다

연락 미리 없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예약실로 연락주세용 ^0^

1~2개월전
시식안내

시식은 방문 1~2주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TEL 031-484-8300
시식인원은 150명보증->4인, 200명이상보증->6인 가능
예식일은 신랑&신부만 무료입니다.
※ 시식은 서비스 상품으로 미진행시 당일 식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1~2개월전
드레스/턱시도
피팅

* 본식 드레스 / 턱시도 choice 및 미용 상담 (미용실에서 전화 드립니다.)
* 부케는 드레스 초이스 후 예약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150,000원)
* 청첩장 주문 / 인쇄 해주세요. (예약실 통해 청첩장 인쇄시 모바일 초대장 서비스 해드려요^^)
* 방문하여 최종컨펌 진행
* 지불 보증 인원 확정 (보증 인원은 대인 기준 + 최초 보증인원은 하향조절 불가합니다.)
* 부대 선택 사항 신청 여부 확인 해주세요. (주례, 사회, 폐백 음식, 축가, 연주, 뮤지컬, 대형 버스… )
* 주례 없는 예식 일 경우 혼인서약서 , 성혼 선언문, 부모님 덕담 등 A4 용지에 인쇄 해주세요.

예식 2주전
(방문/최종확인)

(인쇄 어려우신 경우 partyumansan@naver.com 로 날짜와 성함과 함께 자료 보내주세요^^)
* 축가 MR(mp3)은 + 식전영상(mp4) + 외부식권일 경우 식권샘플사진
* 포토테이블 사진은 5*7 사이즈로 가로3장, 세로3장 준비해주세요. (패키지외부팀)
* 식권 수령을 위해 예약실 방문 해주세요. (더파티움웨딩홀 식권 사용하는 경우)
※ 외부 식권 이용시 대인/소인 별도로 준비해주시고, 중복 여부 확인 위한 샘플 사진 꼭 보내주세요.

* 시간 엄수, 식권 준비, 한복 준비 해주세요.

예식 당일

* 계산실은 폐백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탈의실, 락커는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귀중품 분실 주의해주세요)
* 연회장은 예식 30분 전부터 2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연회장은 3층, 4층 中 랜덤 배정 됩니다.)
* 예 약 실 / TEL 031-484-8300 입니다. 외부 진행팀은 도착 5분전에 꼭 연락주세요^^

예약실

* 예식 진행 식순(서약서, 성혼선언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식 앨범, DVD, 스튜디오 앨범은 제작은 예식일로 부터 70일~90일정도 소요됩니다.

공지사항

※ 당일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설 및 기계결함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