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ding is
Dreaming

당신이꿈꾸던결혼식,아모리스에서현실이됩니다

02

wedding story

Precious Moment

아모리스 웨딩 벨이 울려 퍼지면 신랑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꿈을 꾸는 주인공이 된다. 사랑의 서약을 하는 그 황홀한 순간.

10	Wedding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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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edding List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들려주는 결혼 선배들의 뼈 있는 조언.

34

아모리스 웨딩 홀
아모리스 with 정윤기

36

국내 최초로 스타급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와 아모리스가 함께한
웨딩 드레스&주얼리 쇼. 그 두근거리는 파티 현장 속으로.

24 	Wedding Show

Real Review
amoris benefit

Cinderella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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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IS Bridal Class

아모리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브라이덜 클래스 현장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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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Event

AMORIS Propose Event

프러포즈 아이디어를 공모해 당첨된 커플에게
프러포즈 전 과정은 물론 명품 베스트셀링 웨딩 링까지 선사,
아모리스가 실현해주는 특별한 프러포즈 이벤트.

Honeymoon

Dreaming Honeymoon

무엇이든 최고급을 추구하는 셀럽들.
그들이 선택한 특별한 허니문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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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Flower & Bouquet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의 1등 주인공, 김현석&김주영 커플의
신데렐라 만들기 웨딩 프로젝트.

28	Bridal Class

CELEBRITIES

Stars and the Ring

셀러브리티들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빛나는 스타 링’ 열전.

명품 주얼리와 드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
그 생생한 현장을 체험한 커플들의 리얼 보이스.

26

Michelin Starred Wedding

업계 최초로 미슐랭 인증 셰프가 개발한 메뉴를
선보이는 아모리스 웨딩 홀.
웨딩과 미슐랭 스타의 환상적인 만남을 맛보다.

단아하면서도 웅장한 멋을 내는 아모리스의 웨딩 홀 소개.

16	Wedding Show

Creative menu

웨딩 플라워의 트렌드를 이끄는 케이리스가 짚어주는
웨딩 부케 트렌드.

43

wedding check list

D-100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결혼 준비 어떻게 하지?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데일리 결혼 준비 목록.

Wonderful Wedding Day

Wedding story

드디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설레임과 기대, 약간의떨림이 교차하는 순간.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Location 아모리스_강남(메리츠타워) 신부 대기실

Ready to Marry, Wishtree
설레는 웨딩 직전,예식홀 로비에는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전시된다.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_ 위시트리

Classy Bridal Room

precious

MOMENT

웨딩 벨이 울려 퍼지면 신랑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꿈을 꾸는 주인공이 된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하객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하고, 부부로 탄생하는 그 황홀한 순간.

Marry Me?
프러포즈 순간은 언제 생각해도 설렌다.
본식 30분 전,떨리는 마음으로 웨딩 홀에 도착한 두 사람.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_ 로비

설렘과 기대,떨림이 교차하는 순간.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Location (왼쪽부터) 아모리스_역삼_GS타워,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신부 대기실

Location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Location
아모리스_역삼_GS타워

Sweet Chic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드레이핑 실링 장식이
아늑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외국의대저택에서 열리는
프라이빗한 웨딩에 초대된 듯 특별한 공간에서의 웨딩은 감동 그 이상이다.
Location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

Alice in Wonderland
세계적인 인테리어 컨설팅사 ‘ 겐슬러’에 의해 완성된 아모리스 영등포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한다. 신랑 신부는 계단을 내려오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환상적인 꿈을 꾼다.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Wedding story

Modern Grandeur
웅장함과 절제된 화려함, 기품 있는 웨딩 플레이스로 명문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모리스 역삼.
최고의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난다.
Location 아모리스_역삼_GS타워

You Are So Lovely
새벽부터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느라
주인공 신부는 고단하다. 하객이 모두
빠져나간 웨딩 홀, 잠시나마 웨딩 슈즈를
벗고 꿀맛 같은 휴식과 함께 환상적인
웨딩 순간을 추억한다.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Wedding story

After Party
본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컬러 드레스로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Location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_로비

Dramatic Wedding
원형 계단 위의 우아한 커플.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떤 드라마 속 주인공보다 돋보인다.
Location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_로비

Ready to Go
본식의 긴장된 시간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기분은 날아갈 듯하다.
Location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_로비

■사진 김보하(서드마인드 스튜디오)
■플라워 k.liss flowers(02-2018-0915)
■헤어 & 메이크업 김재천, 이희경, 이태리
(포레스타 웨딩팀 02-518-2254)
■드레스 노비아(02-514-9981)
■턱시도 VIA TUXEDO(비아 턱시도 02-514-2585),
LORD AND TAILOR(로드앤테일러 010-8899-5252)
■주얼리 에스떼페(02-3443-8322)
■웨딩 슈즈 SYNN(070-8221-8132)

Location 아모리스_역삼_GS타워_로비

wedding hall

grandeur
modern

아모리스_역삼_GS타워

명문가 혼례 장소로서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웅장함과 절제된 화려함

이 공존하는 아모리스_역삼은 사치스
럽지않으면서도 기품 있는 인테리어로 시선을 압도한다.여기에신랑 신부는 물론 혼주와 하객까지섬세하게배
려한 최고급 웨딩메뉴가 더해져이미명문가의혼례장소로 그 명성이자자하다.‘Modern Grandeur’를 콘셉트로
한 아모리스_역삼은 고유의 클래식함에 트렌디한 인테리어 요소들이어우러져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결혼식을
선사한다. 아모리스_역삼이명문가 웨딩장소로 손꼽히는 또 하나의이유는 세계적인 권위의미슐랭메뉴가 제
공된다는 것. 마치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뉴욕 고급레스토랑의퀴진처럼하객들의기억속에오래도록 기억된다.
총 6백 석 규모의아모리스_역삼은 넓은 주차장,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으로 하객들에게
편안함과 최고의만족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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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Style by k.liss
‘Modern Grandeur’를 콘셉트로 한 아모리스 역삼은 호텔예
식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모던하지만 풍성한 꽃 장식으로 볼륨
감을 살리고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클래식함과 세련미
를 강조했습니다.

Benefits
■P
 restigeMembers Card 무료 발급
(아워홈 외식업장10% 할인)
■결혼1주년기념식사권 제공
■예
 식고객 가족연(돌잔치-고희연등)
행사 시 식음료10% 할인

Information
■좌석규모 총 6백 석(레스토랑 이용 시1천석)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3 GS타워1층
■예약문의1644-2677
■교통편지하철2호선역삼역7번출구와 연결
■주차 G
 S타워주차장 2천대 가능
(웨딩하객 4시간 무료 주차)

wedding hall

Flower Style by k.liss
‘Alice in Wonderland’를 콘셉트로 한 아모리스 영등
포는 생화 위주의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야자수
를 떠올리게 하는 커다란 깃털로 마치 어디에선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튀어나올 것 같은, 화려하
고 개성적인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신랑 신부에
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
도록 다양한 조명과 화려한 오브제로 젊고 개성 있
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모리스_영등포_타임스퀘어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만족한, 웨딩의 감동을 전합니다 아모리스_영등포는 중국 상하이타워,
미국 비벌리힐스 호텔, 도쿄 프라다 매장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설계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인테리어컨설팅사 겐슬러(Gensler)의디자인으로 탄생한 공간이다. ‘Alice in Wonderland’
라는 동화적인 콘셉트를 모티브로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요소들이 스케일 있게 배치되어 드
라마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낸다. 여기에 다크 퍼플로 꾸며진 클래식한 공간에 웅장한 기둥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무게감을 더한다.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홀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은 이날의 주인공인 신부를 가
장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 요소. 겐슬러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아모리스_영등포는 동화처럼 환
상적인 웨딩을 꿈꾸는 신랑 신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5백 석이넘는 넉넉한 웨딩 공간과 쇼핑・문화
가 연계되는 지리적장점 또한 아모리스_영등포가 사랑받는 이유이다.

Wonderland
Alice in

Benefits
■P
 restigeMembers Card 무료 발급
(아워홈 외식업장10% 할인)
■결혼1주년기념식사권 제공
■예
 식고객 가족연(돌잔치-고희연등)행사 시
식음료10% 할인

Information
■좌석규모 총 5백 석(레스토랑 이용 시7백 석)
■위치 서
 울시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경방타임스퀘어5층(명품관 5층)
■예약문의1644-2677
■교
 통편지하철1호선영등포역과 연결
■주차 타
 임스퀘어빌딩주차장 2천대 가능
(웨딩하객2시간 30분 무료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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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hall

Chic

Benefits
■P
 restigeMembers Card 무료 발급
(아워홈 외식업장10% 할인)
■결
 혼1주년기념식사권 제공
■예
 식고객 가족연(돌잔치-고희연등)
행사 시식음료10% 할인

Sweet

Information

아모리스_창원_시티세븐풀만 호텔

■좌
 석규모 아모리스홀 4백50석,오리옥스홀 2백20석
■위
 치경
 남 창원시의창구 대원동122번지
시티세븐풀만호텔2층
■예
 약문의1644-2677
■교
 통편창원버스터미널에서택시로 2분 소요
■주
 차시
 티세블풀만호텔 주차장 4백대 가능
(웨딩하객5시간 무료 주차)

웅장한 스케일의 럭셔리 웨딩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아모리스_창원은 아모리스가 서울의
역삼과 강남에이어 창원에 세 번째로 선보이는 웨딩 홀. 세계적인 디자인 컴퍼니란돌프 그레
이가 설계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모리스_창원은 그 규모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한다.
8m 아치 구조의 높은 천장과 모던한 아트 글라스 벽면이 조화를 이루어 모던하면서도 웅장
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또한 탁 트인 공간에서 치러지는 야외 결혼식은 영화 같은 이국적인
웨딩을 연상시킨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특급 호텔 출신 셰프들이 선보이는 안심스테이크,
왕새우구이, 랍스터, 전복구이 등 엄선된 메인 코스 요리는 혼주와 하객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선사한다. 총 6백50석의 넓은 웨딩 홀에 최고급 코스 요리, 최첨단 조명, 음향 시설이 더해져
경남 지역의웨딩 문화를 선도하는 웨딩 공간으로 지역명문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모리스_강남_메리츠타워
해외 셀러브러티의 스타일리시한 웨딩을 실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게감 있는 일직선의 시실리안식 테이블과 천편일
률적인 크리스털 장식 대신 사선으로 떨어지는 천장의 드레이핑 장
식이 어우러져 마치 꿈을 꾸는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해외
셀러브리티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외국의 대저택을 연상시키는 아모
리스_강남은 트렌드에 민감한 신랑 신부들에게 손꼽히는 웨딩 플레
이스. 로맨틱한 공간에서 단아하게 진행되는 예식은 신랑 신부와 혼
주, 하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파티 같은 웨딩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하
다. 3백 명 내외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아모리스_강남은 거추장스
러운 고급스러움보다 로맨틱하고 트렌디한 웨딩을 꿈꿔왔던 감각적
인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Benefits
■P
 restigeMembers Card 무료 발급
(아워홈 외식업장10% 할인)
■결
 혼1주년기념식사권 제공
■예
 식고객 가족연(돌잔치-고희연등)
행사 시식음료10% 할인

Information
■좌
 석규모 아
 모리스홀 3백 석,자스민홀1백50석
■위
 치서
 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지하1층
■예
 약문의1644-2677
■교
 통편지
 하철2호선 강남역2번출구,
분당선2번출구에서연결
■주
 차메
 리츠타워주차장 3백대 가능
(웨딩하객3시간 무료 주차)

Flower Style by k.liss
‘Sweet Chic’를 콘셉트로 한 아모리스 강남은 화려하고 세
심한 데커레이션으로 따뜻하고 세련된 가족 모임의기억을
떠오르게하는일자테이블을 사용하여우아하고 독창적인
결혼식을 만들어줍니다. 금빛 샴페인 잔과 러너,미러, 캔들
을 조화시켜달콤함과 로맨틱함을 한층더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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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웨딩&주얼리 쇼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스의
드레
드더
비욘 사
퀘
마르

웨딩드레스&주얼리 쇼
in
AMORIS
고현정, 황신혜, 김혜수, 장동건, 고소영등 쟁쟁한 스타들의스타일을 책임지며방송 진행자로
도 활약하고있는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씨.머리부터발끝까지그의감각으로 스타일링한 웨딩
드레스&주얼리쇼가 아모리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서막을 올렸다.예비신랑 신부라면 누
구나 관심을 갖는 명품 주얼리브랜드 까르띠에, 불가리, 쇼메, 쇼파드는 물론 해외셀러브리티

를 선도하는
웨딩 업계의 트렌드
멤버들과 만났다.
아모리스가 최고의
한국
스타일리스트이자
장동건・고소영의
명품
터인 정윤기 씨와
패션계의 트렌드세
꿈꾸는
비 신부라면 누구나
주얼리 브랜드, 예
윤기
정
드가 그 주인공.
럭셔리 드레스 브랜
를
딩드레스와 주얼리
씨가 스타일링한 웨
비
예
안
동
이를 지나는
걸친 모델들이 런웨
.
다
거운 호응을 보냈
신랑 신부들은 뜨
보자.
현장 속으로 들어가
티
파
는
리
거
근
두
그

에게주목받고 있는 럭셔리드레스 브랜드까지이번 쇼의참여리스트는 웨딩업계의명품만으
로 구성된 별들의 쇼를 보는 듯했다. 여기에 아모리스 홈페이지를 통
해참가 신청을 한 1천여명중 추첨을 통해 뽑힌 4백명의예비신랑 신
부가 행사에 초대되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초대형 스케일과 호화스러
운 참여 브랜드만큼 행사장 입구에서부터다양한 선물이 풍성하게 쏟
아졌다. 참석자들을 가장 먼저반긴것은 행사장 입구에설치된아모리
스 포토존. 레드 카펫 위의 스타처럼 기념 촬영을 하면 정윤기 씨가 그
중 20명의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해보정속옷 스팽스를 선물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하고 웅장한 복도에파인 주얼리 부스가 늘어서
있다.예비신랑 신부는 워너비브랜드인까르띠에, 불가리, 쇼메의주얼
리전시부스 앞에서각 브랜드의예물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맞는 최
고의주얼리를 친절히상담받을 수있었다.이날 행사에서예비신랑 신
부들에게 가장 관심을 모은 선물은 정윤기씨에게 웨딩스타일링을 풀
패키지로 받을 수있는 신데렐라 이벤트. 쇼는 참석자들의뜨거운 관심
브레싱브
라이드의
‘캐롤리나
헤레라’

톰 포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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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웨딩의
‘이승진
’

의
엘레
디미
루나 라’
크
‘림 아

속에다른 이벤트와 비교할 수 없는 최
고의행사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황리
에막을 내렸다.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에서
웨딩의 트렌드를 읽다
아모리스 무대위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모델들이등장하기시작했
다. 클래식, 드라마틱, 애프터 드레스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의상들은
모두 정윤기 씨의 손길을 거쳐무대 위에 올랐다. 노비아(로모나 케베
자, 앤젤 산체스), 비욘드 더드레스(마르퀘사, 캐롤리나 헤레라), 루나
디미엘레(림아크라), 소유(오스카 드 라 렌타), 더브레싱브라이드(캐
롤리나 헤레나), 이승진 웨딩 등 이름만 들어도 황홀해지는 총 6개사,
18벌의 명품 드레스가 까르띠에, 불가리, 쇼메, 쇼파드 등의 주얼리와
매치되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윤기 씨의 스타일링
을 감상하고, 웨딩 트렌드에 대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참석자 모두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행
사로 기억될 것이다.

Wedding Show
아모리스
with
정윤기쇼에 선보인 명품 쥬얼리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된디자인이
돋보이는 쇼파드
아이스 큐브와
해피다이아몬드

세계 각국의 로열패밀리에게
사랑받는 쇼메
나폴레옹의 아내이며 쇼메의 특별한 고객인
조세핀에게 헌정하면서 황실의 주얼리가 된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
또 하나의 즐거움을 더하다

고소영&장동건

브랜드.

2010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가장
뜨겁게 장식한 이슈는 단연 톱스타
신랑 신부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멋으로 웨딩링의

고소영과 장동건 커플의결혼이었다. 결혼만큼 세간의이목을 주목
시킨 그들의 웨딩링은 스위스 주얼리&워치 브랜드 쇼파드의 제품.

대명사로 통하는 코로나 솔리테어링, 이니셜

고소영은 사각 프레임 안에 작은 무빙 다이아몬드가 담긴 해피 다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상상

장식을 넣어 불가리만의 시그너처링으로 인기를

이아몬드를, 장동건은 심플하면서도 도시적인 디자인의아이스 큐

초월의 선물 이벤트. 다양하게 마련된 선물 이

얻고 있는 비제로원링까지다양한 웨딩링이 인기를

브 링을 선택해패셔니스타다운 안목을 인정받았다.

벤트 중 예비 신랑 신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얻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웨딩&주얼리 쇼의 화려함

한 것은 1등 커플에게 증정되는 신데렐라 상이
었다. 정윤기 씨의웨딩스타일링이풀 패키지로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까르띠에

제공되는 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해외의 로열패밀리는 물론 메릴린먼로, 앤젤리나 졸리 등 동서고금의

를 모았다. 2등에게는 아모리스의 감각적인 웨

셀러브러티들이 원하는 세계적인명품 브랜드.‘반지의 제왕’으로 불리는 안정환의

딩 스타일링을 책임지고 있는 케이리스의 7백

골 세러모니에 등장한 반지 역시 까르띠에의러브 링이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 웨딩
링으로 선택한
까르띠에 러브 링

안정환&이혜원

만원 상당 플라워 풀 세팅, 3등에게는 발리 불
가리리조트 숙박권이증정되었다. 이외에도 총
40명의 참가자가 아모레 퍼시픽 신부 세트와
1백만원 상당의아르만 데브라냑 샴페인, 3백만
원 상당의랑방 핸드백, 1백50만원 상당의마놀
로 블라닉구두 상품권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반지키스로 유명한 안정환과 이혜원
커플의웨딩링은 까르띠에러브 링. 그의
골 세리모니로 국내에서큰 화제가 됐던 러브
링은 까르띠에에서도 단연 베스트셀링제품이다. 그들
이착용한 반지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특징. 러브 링은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까지세가지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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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기가 제안하는 웨딩 스타일

Dress & Jewelry

Classic Line Dress

Dramatic Line Dress

클래식라인 드레스는 신부를 가장 여성스럽고 우아하게연출해준다. 절제된 볼륨감으로
마른 체형이나 통통한 체형모두에게잘 어울릴 수 있는 드레스이다. 과장된 레이스와 주얼리장식보다는
드레이프, 리본 등 원 포인트 디테일을 더한 디자인이올 시즌도 꾸준히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로맨틱한 디테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드레스는 소녀같은 느낌이들어어린 신부에게어울린다.
또한 한껏 부푼 볼륨감으로 웨딩의주인공인 신부에게화려함을 더한다.

루나 디 미엘레의

비욘드 더 드레스의

소유의

루나 디 미엘레의

이승진 웨딩의

소유의

더브레싱브라이드의

노비아의

림 아크라

마르퀘사

오스카 드라렌타

림 아크라

이승진

오스카 드라렌타

캐롤리나헤레라

로모나 케베자

DRESS 레이스와 실크 오간자의 쿠튀

DRESS 케이트 블란쳇, 르네 젤위거, 제

DRESS 미국 최상류층이 즐겨 입는 오

DRESS 슬림한 허리 라인을 강조하여

DRESS 아시아 최초로 2010년 스페인

DRESS 빅 사이즈의 리본 장식으로 러

DRESS 샹티 레이스와 실크 미카도 소

DRESS 장식을 최대한배제하여심플하

르 러플 디테일이 우아한 멋을 내는 ‘I

니퍼 로페즈, 페넬로페 크루즈 등 세계

스카 드 라 렌타는 고소영이 결혼식 때

여성미를 부각시킨 벌룬형 드레스. 화

바로셀로나 브라이덜 위크에 선보이며

블리한 이미지를 연출한 머메이드 라인

재의 레이스를 사용한 하이넥 스타일

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자랑하는

amSensational’ 드레스.림아크라가 선

셀러브리티들이 선택한 디자이너 조지

선택했던 브랜드로 유명하다. 러플 장

려한 장식없이도 충분히클래식하다.

보이는 2벌의쿠튀르 드레스 중 하나.

나 채프먼의 웨딩드레스 라인. 뉴욕에

식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풍성함을 더

서 가장 핫한 브랜드로 실크 튤 소재를

한다.

JEWELRY 쇼파드의레드 카펫 컬렉션.

28개의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심플
함과 세련미를 더한다. 링과 시계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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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구름과 안개 위에 떠 있는 듯한
로맨틱무드를 연출한다.

JEWELRY 볼드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

드 링 위에 풀 파베 다이아몬드 장식이

해외 론칭한 이승진 스포사의 드레스.

의 드레스. 실크와 레이스를 이중으로

드레스. 실버와 크리스털 자수로 플라

드레스.보디라인을 따라 떨어지는 드레

머메이드 라인에 고급스러운 케미컬레

디자인한 드레스는 움직일때마다 화사

워디자인을 수놓아 단아하면서도 화려

이프 라인이순결하고 청초한 신부의이

이스를 더한 드레스. 자개 비즈를 입체

함을 더하고 언밸런스 라인의 오프 숄

한 멋을내는 것이특징.

미지를연출해준다.

적으로 장식한핸드메이드 작업이특징.

더는 세련미를 더한다.

JEWELRY 불가리 엘리시아 다이아몬

들어가 화려하고 중후한 멋을 내는 쇼

JEWELRY 까르띠에의전설적인 브레이

JEWELRY 로마의 보도블록에서 영감

드 컬렉션. 전통적인 타원형 라인을 재

메의 리앙 세트.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JEWELRY 섬세함이 돋보이는 다미아

JEWELRY 그레이 톤이 가미된 쇼파드

슬릿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 컬렉션은

을 받은 디자인을 재해석한 불가리의

화려한 멋을 더한다.

니의줄리엣라인.인도에서기원된더치

의 물방울 모티브가 차분하면서도 시

여성스러운 드레스와 잘 어울린다.

대표적인컬렉션 중 하나인파렌티지컬

로즈 컷 기술로 사실감 있는 장미꽃 봉

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드의 시그너처디자인에 다이아몬드

JEWELRY 절제된디자인으로 ‘가장 고

해석해 우아하면서매혹적인멋을 지녔

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해피 다이아몬

귀한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를 가진 불

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가 파베

드’ 컬렉션.

가리의 시그너처주얼리세트.

세팅된디자인이우아한 멋을낸다.

Styling Tip 원컬러의화이트 드레스

Styling Tip 오프 숄더의 가슴 라인에

Styling Tip 가로 라인이 강조된 드

스를 매치해 목이 허전하지 않도록 스

에 큼직한 사이즈의 펜던트 주얼리를

장식이많기때문에네크리스는 생략하

레스에는 Y자 주얼리를 매치해야 목이

매치해 포인트를 주었다.

는 것이포인트.

길어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Styling Tip 심플한 디자인의오프 숄

오리모양을 재현했다.

Styling Tip 아기자기한 디테일이돋

렉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파베 세
팅으로 고급스러움이더해졌다.

Styling Tip 클래식하면서도 시크한

보이는 드레스에 모던한 분위기의 롱

Styling Tip 섬세하고 잔잔하게, 드

언밸런스 드레스에는 원색보다 그레이

네크리스를 매치했다. 때로는 색다른

Styling Tip 미니멀한 드레스의 뒷태

타일링한다. 드롭형귀걸이역시화려함

레스와 주얼리의 이미지를 통일성있게

컬러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믹스 매치 스타일링을 센스 있게 시도

는 러플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소

을 더해주는 포인트.

매치했다.

해봐도 좋을 듯.

재가 아닌디테일로 시선을 모은다.

더 드레스를 입을 때는 볼드한 네크리

Wedding Show

After Dress

퇴장 후 다시입장하는 신부에게다시한 번 환호를 보내게하는 애프터
드레스!소재와 디자인을 좀 더자유롭게선택할 수 있는 애프터드레스는
본식드레스와는 달리과감한 시도가 가능하다. 스타일리시한 신부로
시선을 사로잡아도 좋을 것같다.

Finale

신랑 신부가 등장한 피날레무대는 한 편의오페라를 보는 듯 판타스틱한 입장으로 시선을 모았다.
클래식한 턱시도가 A라인의오간자 드레스를 더욱 돋보이게한다.

노비아의

24
25

로모나 케베자

톰 포드

DRESS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클래식한 라인의

DRESS 데이비드 베컴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유명한

드레스. 오간자 깃털 꽃잎으로 둘러싸인 드레스 스커트는 고

톰포드의턱시도.장동건이결혼식때 선택했던 브랜드

전적인스타일을 선호하는 신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로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돋보인다.

JEWELRY 쇼메의 아주 특별한 고객이었던나폴레옹의 아내

JEWELRY 쇼메의댄디 워치. 쿠션 셰이프와 정교하고

조세핀에게 헌정된 컬렉션. 조세핀이 착용했던 유럽 황실의

세련된디자인으로 모던한 디자인을 찾는 커플에게 사

티아라를 링으로 디자인했다.

랑받고 있다.

Styling Tip 색감과 디테일이 화려한 드레스에는 커다란

Styling Tip 요즘은 스포티하거나 모던한 라인의 시

원석보다는 정교하게 세팅된 화사한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

계가 인기.정장과의믹스 매치가 돋보인다.

더브레싱브라이드의

더브레싱브라이드의

이승진 웨딩의

비욘드 더 드레스의

노비아의

캐롤리나헤레라

캐롤리나헤레라

이승진

마르퀘사

엔젤 산체스

DRESS 심플한 라인의 톱 드레스. 스커

DRESS 마치한 폭의 서양화를 보는 듯

DRESS 보디라인을 슬림하게 연출해주

DRESS 그리스 여신같이 우아한 블루

DRESS 언밸러스 라인의스트레이트 드

트 라인을 이중으로 레이어드해 소녀적

정교하게 프린트된 플라워패턴이생동

는 머메이드 드레스. 톱과 스커트 라인

드레스. 드레이프 장식으로 여성의 보

레스. 극도로 절제된 디자인이 은은한

인감성과 러블리한 디테일을 강조했다.

감 있다. 우아하게 퍼지는 A라인의 드

에 러플 장식을 풍성하게 매치하여 화

디라인이 우아하게 살아나도록 디자인

광택이 도는 핑크 컬러와 매치되어 눈

주얼리 장식 없이도 화사하고 단아한

레스는 예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더욱

려함을 더했다. 은은한 골드 빛의 주얼

했다. 허리와 어깨 라인에 주얼리 장식

길을 사로잡는다. 어깨부터 뒷 라인까

멋을낸다.

화사하게연출해준다.

리장식이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으로 에지를 더했다.

지연결되는 러플 장식이 차분하면서도

JEWELRY 소녀적인 드레스와 매칭한

JEWELRY 드레스와 포인트 컬러를 맞

JEWELRY 핑크,옐로, 화이트 3색의 골

JEWELRY 심플한 라인의 드레스에 매

주얼리는 마치 꽃송이를 얹은 듯한 까

춘 쇼파드의 네크리스와 이어링. 딥 블

드 링 위에 다이아몬드가 수놓인 까르

치한 주얼리는 까르띠에 ‘유 아 마인’ 세

JEWELRY 정교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르띠에 주얼리. 다이아몬드 원석의 반

루 컬러의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띠에 트리니티컬렉션.순수하고 심플한

트. 두 개의 하트가 다이아몬드로 세팅

다미아니 친칠라 세트. 깃털을 모티브

화려함을 더한다.

짝임과 꽃잎의디테일이 어우러져 한층

오벌과 스퀘어디자인으로 교차되어리

디자인의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링으로

된 또 하나의 하트로 연결되는 디자인

로 마치 목도리를 두른 듯한 환상적인

화사한 멋을 더한다.

듬감 있다.

드레스의품격을 더했다.

으로 예물 반지로 인기가 높다.

분위기를 연출한다.

Styling Tip 러블리함과 단아함을 강

Styling Tip 드레스 포인트 컬러와

Styling Tip 드레스의메인컬러와 맞

Styling Tip 드레스에 장식된 주얼리

Styling Tip 단색의 드레스에는 섬세

조한 스타일링. 드레스와 주얼리 모두

주얼리의컬러를 맞춰서 스타일링할 것.

춰 주얼리를 선택했다. 요란하지 않으

컬러와 목걸이, 반지의 컬러를 맞추면

한 조각으로 장식된 주얼리가 잘 어울

큰 장식대신작은 디테일을 강조했다.

심플하지만 실패 확률이적다.

면서도 우아한 멋을낸다.

훨씬우아한 스타일링이완성된다.

린다.모던하고 시크한 멋을낸다.

Wedding Show

l
Rea Review

“아모리스 with정윤기쇼”의

생생 현장 스토리

3

“머리부터발끝까지, 연예인처럼
스타일링해주는 신데렐라에
꼭 뽑히고 싶었어요”

올가을 결혼 예정이라 아직은 결혼이 실감나지 않는다
는 이지연&김석 커플. 본격적인 웨딩 준비에 앞서 우연
히 참석하게 된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 일반적인 웨딩
박람회일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아모리스 웨딩 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신데렐

명품 주얼리
와 드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모리스 w
ith 정윤기 쇼
’.
그 생생한 현
장을 체험한
커플들의 리
얼 보이스.

1

라 이벤트까지볼거리는 물론이고 경품 이벤트도 풍성했
다. 일방적으로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인
공이될 수 있다’는 기대로 행사 내내한순간도 놓칠 수 없
었다. 무엇보다 TV 속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정윤기씨가 머리부터발끝까지스타일링해준다는 ‘신데
렐라 이벤트’는 모든 예비 신랑 신부의 선망의 대상이었

다양한 “명품 주얼리, 한자리에서
부담없이비교해보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은 후 가장 먼저 예물 준비를 마
쳤다는 김지은&박준성 커플. 웨딩 박람회와

호텔에서 개최하는 여러 주얼리 쇼에 참가해
미리 찜해두었던 브랜드의 예물을 백화점 매
장에서 구입했다.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에
참석해보니, 보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의 웨딩 주
얼리가 한곳에 모여 있었다. 그동안의 발품이 아까울 정도로 주얼리 브랜드와 상
품 리스트가 다양했다. 무엇보다 부담없이 착용해볼 수 있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백화점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예물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기 어려웠
는데, 꼭 보고 싶었던 브랜드의예물만 모아두니비교하기도 쉽고, 인기있는 아이
템도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 커플이 구입한 제품이 인기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아도 잘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주얼리와 드레
스를 함께 볼 수 있어기억에남는다.

2

다. 비록 우리 커플이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정윤기 씨가
직접 스타일링한 드레스와 주얼리 쇼를 보면서 설명도

세계적인 “명품 드레스를
예식이열릴 공간에서
미리보기한 느낌이에요”

올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나래&김병욱 커플.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의 꽃인 만큼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드레스 숍 여
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비슷하고, 몇 군데 둘

스까지보고 나니결혼식에한 걸음 다가선기분이었다.

4

“아모리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결혼해야겠어요”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윤경&박지석 커플. 부모님의

러보고 나니 어느 드레스를 어디에서 봤는지 기

권유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테리어가 잘된 호텔 웨딩을 계획하고 있었다.

억할 수 없을 만큼 드레스 선택이 까다로웠다. 특

결혼 준비에 앞서 웨딩드레스를 한눈에 보고 싶어 참석했던 ‘아모리스

히 수입 드레스의 경우 한곳에서 한 브랜드만 볼

with 정윤기 쇼’에서 드레스를 구경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 아

수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아모리스 with 정

모리스 웨딩홀의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아모리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윤기 쇼’는 해외 수입 브랜드의 드레스를 한자리

직접 방문하고 나니 호텔 웨딩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어디서도 보기 힘

에 모아 볼 수 있어 결혼 준비가 한결 가벼워진 느

든 기품 있는 인테리어와 호텔 웨딩의 고급스러움까지, 하우스 웨딩과 호

낌이었다. 드레스를 고를 때는 예식 홀의 느낌과

텔 웨딩의 장점만 모은 것 같았다. 예식 홀 밖에 넓은 테라스가 있어 여유

도 잘 맞추어야 한다는데, 예식이 열리는 웨딩 홀

로운 결혼식이 될 것 같아 더욱 마음에 들었다. 교통도 편리하고, 쇼핑과

에서 드레스 디자인, 소재, 디테일 등을 미리 볼 수

문화 공간이 함께 있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주말을 유익하게 보낼

있으니 예비 신랑 신부에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수 있을 것 같았다. 호텔 대신 아모리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예식 장소 1

번 행사는 발품 팔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 대접받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으며 웨딩드레스 쇼를 볼 수 있어서 마치 VVIP가
된 것처럼 기분이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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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웨딩 주얼리부터 드레

Wedding Event

Step 4

웨딩의 꽃,
드레스 선택
신데렐라와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는 일에는 정윤기이
사와 노비아 오지은 이사가 직접 나섰다. 로모나 케베
자, 오스카 드 라 렌타, ST 패트릭 등 이름만 들어도 입
이벌어지는 최고급 수입 드레스가 후보에 올랐다. 로
맨틱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클래식한 라인으로 유
명한 로모나 케베자가 본식 드레스로, 고소영이 결혼
식에 입어 화제가 된 오스카 드 라 렌타 드레스가 촬영
용 드레스로 선택되었다. 상체 부분에 가로 드레이프
가 들어가면서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하고,허리아래에
는 A라인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디테일이 신부를 더욱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만의 특별한 혜택

신데렐라 이벤트

우아하게빛내주었다.

Step 5

리허설 			
메이크업&헤어

1천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선정된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의
참가 고객들은 어메이징한 신데렐라 이벤트를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아침 7시 30분, 신랑 신부가
도착하자 단점은 커버하고 장
점은 최대한 살려주는 김활란
원장의 마법 같은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신데렐라

Step 1

커플이탄생되었다.

‘아모리스 with 정윤기 쇼’의 1등 커플, 신데렐라 커플 탄생
‘아모리스 with 정윤기쇼’의하이라이트는 역시신데렐라 만들기.4백여명의참가자 중 1등의영
광을 안은 커플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현석&김주영커플.최고의 스타
일리스트 정윤기 이사와 최고의 스태프가 이 커플을 동화 속 주인공처럼 풀 스타일링하게 된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스케일의신데렐라 이벤트를 통해 환상적인웨딩스토리가 시작된다.

Step 2

Step 6

최고의 신부를 위한
스타일링 콘셉트 회의

리허설 촬영

신데렐라를 만들기 위해 드림팀이 구성되었다. 정윤기 이사를 필

변신한 신데렐라를 보고 모두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두로 아모리스 마케팅담당자, 루브르네프 홍혜전대표, 뮤제네프

리허설 촬영은 장동건과 고소영의 웨딩 사진처럼 고풍

김활란 원장, 노비아 오지은 이사가 머리를 맞대었다.최근 연예계

스러우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로 진행되었다. 스타일

톱 스타 커플로 등극한 장동건과 고소영웨딩스타일로 콘셉트를

링드림팀은 모두 리허설촬영에 참석해 아름다운 신부

오전11시, 리허설 촬영이 시작되었다. 이날 아름답게

잡고, 사진・메이크업등 전체적인아이디어회의가 진행되었다.

와 신랑의 모습을 축복했다.이날 신부가 손에 든 아름
다운 수국 부케와 호접란 부케는 아모리스의 세련된

Step 3

신데렐라와 스타일링 팀의 만남

플라워 스타일링을 책임지고 있는 케이리스가 특별히
선물한 부케. 거기에 리허설 촬영 중 정윤기 이사가 깜
짝 선물로 아모레 퍼시픽 신부 세트를 증정해 신부를
감격하게 만들었다. 신데렐라 신랑 신부는 너무 큰 선
물들이쏟아져서실감나지않는다며기쁨을 감추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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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강혜정의결혼식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한 뮤제네프 김활란 원장의 사무실에서신데렐라의주인공과 스타일링팀이만났다.체형과 개성을 고려해 선택

했다. 이날 신부의 손톱은 원캐럿네일에서 선물한 50

한 드레스들은 신부와 환상적인조화를 이루었다.최종적으로 신부의드레스와 함께 신랑의턱시도를 확정하고 헤어&메이크업데모 테스트를 받았다.

만원상당의웨딩젤네일로 아름답게 꾸몄다.

Bridal Class

Flower Class by 케이리스
예식이있는 날이면 아모리스 웨딩홀은 각양각색
의꽃들로물든다.신부의취향에따라,때로는시즌
에맞춰화이트, 레드, 퍼플 등 아모리스 웨딩홀을
컨셉추얼하게꾸며내는 케이리스(k.liss)가 아모리
스예비신부를위해프라이빗클래스를마련했다.
케이리스가 준비한 플라워 클래스의이번 프로그
램은 홈파티데코레이션과 센터피스 만들기. 일회
성으로 끝나는 단순 꽃꽂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있는 다양한 플라워데커레이션을 배울
수있어예비신부들의반응이뜨겁다.
저녁 7시, 클래스가 열리는 시간이면 제철을 맞은
꽃들로 준비된 강의실이 문을 연다. 꽃 이름은 물
론 다루는 방법 등 간단한 설명과 함께 케이리스
의시연에따라 참석자들이실습하는 순서로 진행
된다. 예비 신부들이 직접 꽃을 꽂아보는 시간, 실
수도 많지만 예비 신부는 물론 함께 참석한 예비
신랑까지클래스 내내화기애애한 분위기. 직접플
라워데커레이션을 한 센터피스는 가져갈 수도 있
어2시간의클래스는 사뭇 진지한 무드가 흐른다.

Cooking Class by

파인다이닝 셰프

요리는 결혼을 앞둔예비신부들의가장 큰 걱정거리중 하나.결혼 후 시부모님,친
정식구들,남편친구들 집들이가 줄줄이있기때문이다.
예비신부들의요리걱정을 덜어주기위해아워홈 파인다이닝의셰프들이두 팔을
걷었다. 특급 호텔 출신의셰프들이직접강의하는 아모리스 쿠킹클래스. 수업은1
부와 2부로 나뉘어진행되는데,1부에서는 아워홈의손수 제품을이용한 쉬운 메뉴
를 배우고, 2부에서는 한식, 중식,양식,베이킹중 스페셜메뉴를 뽑아 각 분야 최고
의셰프가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클래스의메인 메뉴는 집들이단골 메뉴인 잡채. 모든 참가자가 직접시연할
수 있도록 재료가 준비되어 셰프의 시연을 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재료 다듬는 방법과 조리 순서가 헷갈리기는 하지만 셰프
들의 친절한 개인 지도를 받으며 요리하는 참가자들의 자세는 진지하다. 조리가
끝나면한쪽에마련된다과 테이블에서자신이만든 요리를 직접시식할 수있다.
수업이 끝나면 아워홈 손수 제품이 가득 담긴 선물까지받아갈 수 있으니예비 신

예비 신부를 위한 아모리스의 특별한 선물

AMORIS
Bridal Class

아모리스의 전체 스타일링과 플라워 데커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리스와
아워홈 파인다이닝의 셰프들이 예비 신부를 위해 특별 클래스를 마련했다. 신혼
집들이를 위한 맛있는 요리와 시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때 센스를 더하는
플라워 스타일링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아모리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브라이덜 클래스 현장을 엿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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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에게필수 코스로입소문이자자하다.

아모리스 브라이덜 클래스 참가 방법
■참가 신청 아모리스 예약팀으로 전화 신청 T.1644-2677
■참가 대상 아모리스 예비신부 및일반인신청가능

Bridal Class Schedule
Cooking

Flowering

■ 2012.6.14 Korean Dish
■ 2012.10.12 Italian Dish
■ 2012.12.13 Korean Fusion Dish
■ 2013.2.7 Home Baking

■ 2012.9.13
■ 2012.11.8
■ 2013.1.10
■ 2013.3.7

Bouquet & Boutonia
Planting
Special Flower Deco
Classy Flowering

Propose Event

AMORIS
Propose Event

꿈꾸던 프러포즈를 실현시켜드립니다

두 사람의 추억과 영상으로 전하는 로맨틱 프러포즈

김동관&권노현
아모리스에서 준비한 쇼메 리앙 링을 선물받고, 프러포즈 이벤트에 당첨된 김동관, 권노현 커플은
올 3월 아모리스 강남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다. 지난 11월 예식 상담을 받던 중 예비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프러포즈를 위한 대기 장소에서 준비를 마친 다음 예비 신부를 불러냈다. 예
비 신부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프러포즈 영상이 시작되었다. 이미 웨딩 홀 로비에있는 아모리스
종은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장식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마음을 영상으로 전하는
동안 신랑은 아모리스에서 준비한 웨딩 링을 들고 예비 신부 앞에 등장했다. 재즈 3중주가 흐르는
프러포즈 현장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아모리스에서는 이 커플의 프러
포즈를 위해 마음을 전하는 예비 신랑의 동영상, 재즈 3중주, 쇼메의리앙 링을 선물했다.

“Marry Me?”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모리스에서이름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이벤트를
기획했다.여자라면누구나 꿈꾸는 환상적인프러포즈.하지만 준비하는 예비
신랑에게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프러포즈를 위해 아모리스가 준비한 또 하나의
프리스티지이벤트.프러포즈 아이디어를 공모해당첨된커플에게 프러포즈 전
과정을 아모리스에서실현해주었다.기발한 상상이담긴수백 건의 사연중13커플이
당첨되었고,이중 세 커플이아모리스에서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 웨딩링과 함께
꿈에 그리던프러포즈의꿈을 이루었다.

직접 작곡한 청혼가로 마음을 전하는 프러포즈

이근구&노경숙
지난해 11월 30일, 이근구, 노경숙 커플의 프러포즈 이벤
트가 있었던 아모리스 웨딩홀은 마치 뮤지컬 무대처럼 화
려한 축제의 분위기였다. 프러포즈를 위해 예비 신랑은 청
혼가를 직접만들어예비 신부가 아모리스의원형계단을 내
려오는 동안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예비 신부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올 때 예비 신랑이 웨딩 링을 전달했다. 이때 아모리스
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등장하면서 프러포즈

결혼식 중 깜짝 프러포즈, Marry Me?

하상수&김활란
지난해11월 19일 오후 1시, 아모리스 메리츠 타워에서열린 하상수, 김활란 커플의결혼식 날.
여느 결혼식처럼 수많은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사회자가 다급한 목소
리로 깜짝 이벤트가 있음을 알렸다. 신부는 물론 하객들에게 비밀로 진행된 시크릿 프러포즈
가 시작되는 순간. ‘신랑이 신부에게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면 벨이 울린다’는 아모리스의 전
설에 따라 신랑이 마이크를 들고 신부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신부가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신랑은 화동이 미리 준비한 웨딩링을 끼워주면서 하객들 앞에서 정식 프러포즈를 하고, 하객
들이 자리에 놓여있던 웨딩벨을 울리면서 환상적인 프러포즈가 마무리되었다.
이 프러프즈 이벤트를 위해 신랑은 스토리 보드를 직접 그려서 아모리스 진행팀에게 전달하
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이날의 프러포즈 이벤트를 위해 아모리스는
까르띠에 트리니티링을 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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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이근구, 노경숙 커플의 환상적인 프러포즈 이벤트를 위해
아모리스에서는 불가리비제로원 링을 선물했다.

Wedding advice

Smart Wedding List

아모리스 선배 커플이 꼭 집어말하는

결혼 준비 Do It

“최고의결혼식을
선사한 아모리스
웨딩 홀”

웨딩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잠을 못 이룬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벌써 D데이가 코앞에
닥친 느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거친 결혼 선배들의 ‘뼈 있는’ 조언.

“하객들을 위
해
‘맛’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
e
Coupl

#1

e
Coupl

#3

조한석(33)&
최고운(31) 부부
처음에는 강남 지역에서 웨딩 홀
을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신랑 신부

집과 가까운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영등포 아모리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홀로 이
어지는 마법 같은 계단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어른
들을 모시고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동
선을 체크해주고 홀 내부와 오리옥스 뷔페 레스토랑도 소개해주셔서 부

이희천(32)&김경원(30) 부부

모님도 흡족해하셨죠. 워낙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믿고

웨딩 장소를 선택할 땐 접근성, 서비스, 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저희

는 있었지만, 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 당

를 축하해주기위해 시간 내어 오신 하객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

일,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천장의 조명이 그야말로 신부를 공주처럼 빛

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딩 장소를 지인 소개나 잡지의 정보만으로

나게 해주더군요. 오전 11시30분 골드 타임에 치렀던, 완벽한 골든 웨딩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해 부모님과 함께 가

이었어요~

서 시식까지 해보고 결정했지요.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점검한 결
과 메뉴가 아주 훌륭하고, 교통 및 주차 시설도 좋아 양가 부모님의 만장
일치 하에아모리스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웅장하고 품
격 있는 아모리스 역삼의 분위기에 한 번 반하고, 고급스러운 맛에 한 번
더 반했다는 하객분들의 연이은 칭찬에 부모님들과 저희는 매우 뿌듯했
답니다.

e
Coupl

#2

윤영(29)&이원만(29) 부부
허니문 장소를 놓고 고민하는 커플들을

소와
장
문
“허니 선물을
지인들 는 제발
때
선택할 ~스!”
릴랙

e
Coupl

#4

정윤선(32)&
선우세은(32) 부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난생처음 해외여

우리커플은 소품이나 인테리어

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장소에 그

가 화려한 사진보다 신랑 신부 중심

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듯해요. 먼저

의 동적인 사진을 원했어요. 다행히 지인 중

신랑 신부가 허니문의콘셉트가 휴식이

포토그래퍼가 있어 두 명을 섭외할 수 있었죠. 덕분에 스냅사

냐, 관광이냐를 의논해정할 필요가 있어

진을 무료로 찍었는데, 다른 분들도 스냅사진은 필수로 찍었

요. 허니문으로 꼭 특정 장소를 가야 할 이

으면 해요.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두고두고 남

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행 시간이 길고

는 건 사진밖에 없는데, 좋은 느낌의 사진이 되기 위해선 웨딩

휴식을 취하기 힘든 먼 곳은 일단 ‘비추’합니다.

홀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아, 동영상도 꼭 촬영하세요!내가

우리커플은 비행 시간과 휴식을 고려해‘발리’로 허니
문을 갔어요. 달콤한 허니문을 보내고 돌아올 날짜가 다가오면 지인들 선물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빠지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기념품은 사지 마세요. 힘들게 고
른 기념품보다는 면세점에서적당히고른 아이템이훨씬반응이좋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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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은
하
사진은 영루지만
원
웨딩 홀 분 히~
정말 중요 위기
해요”

놓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다 한 편의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
아 기분이좋거든요~

CREATIVE menu
아모리스에서 미슐랭의 별을 맛보다

Amoris Wedding Menu by

미슐렝 스타 셰프
미슐랭

웨딩 홀의 로맨틱한 감성에
품격 있는 맛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꿈의 웨딩이 아닐까?
프리미엄 웨딩&컨벤션 브랜드
아모리스가 업계 최초로
미슐랭 인증 셰프가 개발한
메뉴를 웨딩 메뉴에 도입,
꿈의 웨딩을 실현한다. 웨딩과
미슐랭 스타가 만난 환상의
마리아주, 아모리스의 미슐랭
메뉴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soup
코인 모양 갈릭 크루통과 함께 서비스되는 초록색 수프는
재료의 이름만 들어도 입맛이 돋는 아스파라거스 수프.

appetizer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토마토
젤리와 연어 타르타르．가스파초 젤리의
차가우면서 쫀득쫀득한 질감에 생크림이
넘어가듯 부드러운 연어의 질감이
환상적인 궁합을 이룬다.

main
당근과 감자를 곁들인 소안심 그릴과
화이트 피시 페르시야아드. 바리굴
소스를 얹은 구운 흰살 생선과 적당한
육즙의 부드러운 안심 그릴이
새로운 맛의 경지를 선사해준다.

dessert
신랑 신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버라이어티해지는데 붕어빵을 찍
어내듯 한결같기만 했던 웨딩 메뉴. 드디어 웨딩 음식에도 맛있는 진

바닐라 크림과 젤리가 곁들여진
초콜릿케이크, 가토 쇼콜라와
바닐라 크림&에스프레소 젤리.

화가 시작됐다. 프리미엄 웨딩&컨벤션 브랜드 아모리스가 업계 최
초로 세계적 권위의 맛집 안내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정한 세계
적인 셰프의 웨딩 신메뉴를 도입한 것. 천편일률적인 웨딩 음식계에
진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어 국내 최초 미슐랭과 웨딩의 만남
은 벌써부터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모리스 웨딩 신
메뉴는 전통을 컨템포러리한 감각으로 잘 녹여낸다고 평가받고 있
는 프랑스의스타 셰프, 안드레 로지에(Andrée Roiser)의진두지휘하
에 탄생했다. 안드레 로지에는 2009년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을
획득하고 프랑스 여성 최초로 프랑스 최우수 장인 인증 국가기관인
MOF(Meilleurs Ouvriers de France)로부터인증받은 명실상부 프랑
스 최고의 셰프. 기발한 아이디어로 미식가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스타 셰프답게 아모리스의 신메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품격을 높
인 것은 물론 여성특유의로맨틱한 감성이잘 녹아 있다.
아모리스는 세계 최고 셰프의 감각이 살아 숨쉬는 미슐랭 코스 메뉴
외에도 생애 한 번뿐인 웨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코스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훈제연어와 케이준 양념의 새우, 단호박수프
로 입맛을 돋우고 최상급 안심스테이크를 메인으로 제공하는 A 코
스와 허브 마리네이드 관자, 케이준 양념의 새우에 신선한 야채와 송
이버섯 크림수프를 더하고, 메인 요리로 최상급 안심스테이크와 화
이트와인 소스의 흰살 생선을 내는 B 코스, 여기에 미슐랭 스타의 품
격 높은 ‘프레스티지 메뉴’까지 갖춘 아모리스. 웨딩의 수준을 한 차
원 끌어올린 아모리스의 웨딩 메뉴는 인생 최고의 날을 기획하는 신

미슐랭 스타 셰프,
안드레 로지에(사진 왼쪽)

랑 신부들에게잊지못할 기억을 선물할 것이다.

미슐랭별점,어떻게매겨질까?
세계 최고의권위를 자랑하는 미슐랭별점.알고 보면별점외에 포크로 표시되는 ‘포크 점’도 있다는 사실! 등급 표시는 포크는 5개까지,별은 3개까지
로 이루어지며 포크 5개보다 별1개가 상위 등급이다. 상세한 평가 기준을 비밀에 부치는 미슐랭이지만,미슐랭 본사가 밝힌기준에 따르면인성(재료
의질),정책(요리법과 양념의완성도), 독창성(개성), 상대적 호감도(가격과 음식질의균형),진실성(일관성)등 5개 항목이평가 기준이다.미슐랭 측은
별점수는 단지한 접시의요리에만 부여되는 게 아니며 서비스의질뿐만 아니라 데커레이션도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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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ITIES

Stars and the Ring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세간의 관심을 모은다. 이들이 사랑의 맹세 앞에
선택한 주얼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하다. 셀러브리티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빛나는 스타 링’ 열전.

유진&기태영
또 하나의 스타 커플, 유진&기태영. 이 커플이
선택한 웨딩링은 까르띠에의 마미용 팬더링.
다이아몬드 장식없이 심플한 18K 화이트 골드
링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에지있는 디자인.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코랄이 어우러진 공작
부인의 까르띠에 링

윈저 공 부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고 윈저 공이
된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러브 스토리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을 만큼 유명한 ‘세기의 로맨스’였다.
보석을 좋아한 에드워드 8세가 심슨 부인에게 선물한
이옐로골드 링은 까르띠에가 오더 메이드로 제작한 것.
에메랄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 코랄
카보숑 테두리 장식이 조화를 이룬 반지로,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 완벽한 아름다움을 뿜어낸다.

강성연&김가온
강성연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여
이슈가 된 웨딩링. 신부는 핑크
골드, 신랑은 화이트 골드를
선택하고, 멜리 다이아몬드와
이니셜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맞물린 두 개의밴드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피아제 포제션링

새끼줄을 꼰 형태의
플래티넘링

알리시아 실버스톤
&크리스토퍼 재러키
재러키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조할머니의 반지에서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반지. 닐 레인의
디자인으로, 커플 링의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박혀
있고 섬세한 세공 기술이 돋보이는 빅토리아 양식의 금반지이다.

에바 롱고리아와
토니 파커 커플의
피아제 포제션
웨딩밴드.

에바 롱고리아&토니 파커
주드 로&시에나 밀러
두 개의 밴드가 서로 맞물려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포제션 링은
피아제의 제품으로, 두 사람의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포제션
시리즈의 모델이자 홍보대사였던 시에나 밀러는 이 주얼리의
매력에 반해 플레인 골드 모델부터 풀 파베 다이아몬드 세팅까지
전 라인을 구입하는 애정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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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파리의 생제르맹 록세루아 교회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린 에바 롱고리아와 토니 파커. 두 사람이 사랑의
증표로 나누어 낀 반지는 피아제의 포제션 웨딩 밴드. 에바의
포제션 밴드는 8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두 줄로
세팅한 밴드와 27개의 스퀘어 컷 다이아몬드를 한 줄로
세팅한 밴드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 토니는 심플한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링을 선택했다. 이들 부부의 요청에 따라
반지 안쪽에 프랑스어로 특별한 문구를 새겨 넣기도 했다.

Honeymoon

Dreaming Honeymoon

상위1%가 선택한 특별한 여행지

무엇이든 최고급을 추구하는 셀럽들. 여기, 그들이 선택한 특별한 둘만의 은신처가 있다. 엽서에서 본 것보다 백배는 더
황홀한 아쿠아블루 바다와 야자수 그늘, 낭만적인 석양의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꿈의 허니문 플레이스.

트
텔&리조
카할라 호
하와이더

앤 스파
리트리트
몰디브 W

조트
마이아 리
셰이셸 섬

귀네스 팰트로&크리스 마틴 커플의 은신처

멕시코 라스 벤타나스 알 파라이소 리조트

이영애, 은지원의 웨딩 플레이스

하와이 더 카할라 호텔&리조트

2003년 귀네스 팰트로가 영국 그룹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과 산타바바라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린 후 둘만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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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처로 택한 곳은 멕시코의 산 호세 델 카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라스 벤타나스 알 파라이소 리조트(Las Ventanas Al

비밀 결혼식으로 화제을 모았던 이영애, 최근 9살 연하의 신부를 맞이한 류시원은 물론이고 첫사랑과의 결혼

Paraiso Resort)였다. 스페인어로 ‘천국으로 가는 창’이라는 이름처럼, 지상에서 천상의 휴식을 제공하는 이 5성급 리조트

에 성공한 은지원까지, 하와이의 더 카할라 호텔&리조트(The Kahala Hotel&Resort)는 한국 스타의 웨딩 장

호텔은 사막과 바다가 어우러진 환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코르테즈 해변에 자리하고 있다. 특별한 허니문을 꿈꾸는 허니

소이자 허니문 플레이스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브루나이 공화국 국왕 등 세계 각

무너들의 휴식처가 되어줄 곳은 각각 지중해 스타일과 멕시칸 스타일로 꾸며진 71개 스위트룸. 내부에 다이닝 룸과 테라

국의 정상들이 조용한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도 명성이 높다. 하와이의 고급 주택가로 꼽히는 카할라 지역에

스, 수영장, 자쿠지가 딸려 있을 뿐 아니라 24시간 개인 집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귀네스 팰트로와 크리스 마틴 커플

위치하고 있는 더 카할라 호텔&리조트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와 호화스러운 객실, 음식 맛이 뛰어난

외에 케이트 베킨세일과 렌 와이즈먼 커플도 이곳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뜨거운 태양과

레스토랑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양을 제공한다. 343개의 객실과 5개의 레스토랑, 스파 스위트는 물론이고 CHI

라틴 음악, 목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테킬라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타코 냄새가 묘하게 뒤섞인 주변의 거

피트니스 센터와 열대 수목이 우거진 정원, 커다란 수족관에 돌고래를 직접 키우는 돌핀 퀘스트까지 갖추고

리들은 동남아 휴양지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풍경으로 신혼부부들을 멕시코 만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것이다.

있어 그 규모와 웅장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MUST-DO 멕시코 바다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프라이빗 요트 투어.

MUST-DO 호텔 내 레스토랑을 돌며 새로운 요리를 음미하는 것. 바닷가에 위치한 시사이드 그릴이 가장 인기.

add. SAN JOSÉ DEL CABO, BAJA CALIFORNIA SUR 23400, Mexico tel. 52 624 144 2800

add. 5000 Kahala Avenue Honolulu Hawaii, USA tel. 1 808 739 888 web. www.rosewoodhotels.com

web. www.rosewoodhotels.com

조트
라이소 리
스알파
나
타
벤
스
멕시코 라

| Hone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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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케이트 홈스 커플의 특급 허니문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점찍은 낙원

몰디브 W 리트리트 앤 스파

세이셸 섬 마이아 리조트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이탈리아의 고성에서 케이티 홈스와 결혼식을 올

첫눈에 반한 신부 케이트를 비밀의 낙원으로 이끌고 싶었던 윌리엄

린 톰 크루즈는 통 큰 스타답게 허니문 장소로 몰디브의 6성급 리조트 W 리트리트 앤 스파

왕자가 선택한 허니문 장소는 진기한 동식물이 풍부해 ‘인도양 최

(W Retreat & Spa)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낙점했다. ‘오션 헤븐’이라는 로맨틱한 이름의 이

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이셸 섬. 41개의 화강암질 섬과 약 75개의

객실은 491㎡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하루 숙박비가 1천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스위트룸. 거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세이셸 섬의 주섬 마에(Mahe) 섬에 자리한

실과 욕실 바닥 일부를 투명 유리로 만들어 마치 발 아래에 물고기들이 노니는 거대한 수족

마이아 리조트는 투명한 터키 옥색의 바다에 자연 그대로의 모래

관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비단 톰 크루즈 부부가 머문 최고급 스위트룸이 아니더

사장이 펼쳐진 순수하고 고요한 은신처다. 모든 객실이 원 베드룸

라도, 해변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비치 오아시스,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가옥 형태의 오션

빌라 형태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맞닿아 있으며 실내는 따뜻하

오아시스, 욕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2개의 침실과 거실・다이닝 룸 등을 갖춰 리조트라기보

고 소박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디자인되어 있다. 실외 공간에는 자

다 개인 소유의 빌라에 가까운 시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등 어떤 객실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

연 속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정자에 넓은 데이 베드가

을 듯. 결혼 전 홈스에게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걸프 스트림 제트기를 선물한 톰 크루즈는 신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빌라에는 개인 전용 풀장이 딸려 있다. 웅장

혼여행지에서도 수영장과 헬기 이착륙장을 갖춘 1백억원대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몰디브 주

한 일몰이 일품인 풀 바(Pool Bar)나 다이닝 파빌리온에서 즐기는

변을 돌며 신혼 기분을 만끽했다니 가히 특급 스타다운 특급 허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맨틱한 둘만의 식사라면 왕세자 부부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MUST-DO 파이어에서 즐기는 둘만의 프라이빗 바비큐 파티.

MUST-DO 둘만의 요트를 타고 즐기는 미로 같은 아일랜드 호핑 투어.

add. Fesdu Island North Ari Atoll, Maldives tel. 960 666 2222
web. www.starwoodhotels.com

add. 722 Mahé Anse Louis, Seychelles tel. 248 4 390 000
web. www.jasontravel.co.kr

Wedding Flower

결혼식 날짜 결정! 결혼 준비 어떻게 하지?

D-100 결혼 준비체크리스트
일정

2012 웨딩 부케 트렌드

D-100

D-95

준비사항
상견례

결혼
준비
설계

프라이빗한 상견례를 위한
아워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일식 키사라/한식 손수헌/중식 싱카이



예산 산정
(예식,혼수,예물,예단 등)

신랑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총예산을 산정하고, 결혼식과 혼수 등
각 품목별 예산을 정리한다.

아모리스&까르띠에 컨시어즈 서비스



결혼 전 건강검진 및
피부 관리, 다이어트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업체 선정

허니문

신혼여행 예산 편성 및 결정

D-90

예식

결혼식 주례 결정

D-80

예단

한복 맞춤

D-75

혼수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D-65

예식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

예단

D-55

청첩장

예물, 예단 구입
청첩장 주문
청첩장 우편 발송

D-50

예식

주례 재확인 및
결혼식 사회자 부탁

D-45

허니문

신혼여행 가방 챙기기

D-40

예단

예복 구입하기

D-35

혼수

주방용품, 침구류 구입

D-30

예약
확인

웨딩드레스 가봉

▲ 무스카리, 리시안셔스,
장미, 스위트피
로맨틱함이 묻어나오는
파스텔톤의 부케. 파스텔컬러를
사용하여 작고 귀여운 느낌의
사랑스러운 신부에게 추천!

D-20
결혼식당일,드레스만큼이나
▲ 튤립, 리시안셔스,
프리지어

신부를돋보이게하는것은
부케.남들과똑같은스타일대신
자신만의개성을드러내고싶은
신부들은이페이지에주목할것.부케를
결정할때에는드레스디자인,신부대기실이나웨딩
홀의전체분위기,꽃장식의컬러,신부의체형과
이미지에맞는부케를주문해야한다. 매년세련되고
감각적인스타일링을선보이며웨딩업계의트렌드를
선도하는아모리스의중심,케이리스플라워에서
2012년신부를위해제안하는부케트렌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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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
부드러운 크림색과 따스한
옐로 컬러의 튤립을 사용한,
싱그러우면서도 수줍은 느낌의
부케. 자연스럽고 심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절제된 컬러로
표현하였다. 키 크고 마른 체형의
신부가 입은 심플한 드레스와 잘
어울린다.

핑크빛빈티지 부케.
로맨틱한 핑크 컬러지만
빈티지한 느낌으로
물려입은 듯한 빈티지한
드레스를 소화해낼 수
있는, 앤티크를 선호하는
신부에게 추천한다. 웨딩
장소가 야외라면베스트!!

문의 케이리스 플라워02-2018-0915 / www.klissflower.com

D-15
D-10

Check

상견례 날짜는 양쪽 집안의 스케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잡는다.

결혼식장 결정

D-60

아모리스 서비스

양가 부모 상견례 및 택일

신혼집 준비

예식

체크 포인트

종합검사, 부인과 검사, 치과 스케일링과 피부 관리 등을 시작하며
보통 2~3개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피부과는 먼곳보다는 가기 편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도배, 페인트 칠,청소 등 공사일정을 잡고 결혼식 10여 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해야 가구 등을 미리 들여놓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진행)



상견례를 마친후 양가의 위치, 교통편 등을 고려해 장소를 구한다.
웨딩 성수기 시즌 중에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아모리스 역삼, 강남, 영등포, 창원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웨딩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거나
예식 홀과 연계된 스튜디오,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허니문 업체를 통한
패키지 상품을 잘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

아모리스와 연계된
다양한 명품 웨딩 패키지



신혼여행도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한다. (해외여행일 경우 여권을
허니문 전문 여행사 리조트 라이프
준비하고 유효기간 날짜도 여유 있게 남았는지 확인한다.)



원하는 분을 꼭 주례로 섭외하기 위해선 미리 일정을 알려드려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예산과 신혼 집의 규모와 구조를 생각하여 정확한 모델을 파악한 후
여러 혼수 전문 매장을 둘러본다.





리허설 촬영은 여유를 두고 날짜를 잡고, 그사이 찍고 싶은 콘셉이나
표정을 연습해본다.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에 대비하여 촬영하기 3-4주 전에 한복을 맞춘다.

시어머니와 미리 의논한 예단 목록을 보며 가격대에 맞는 예단을 알아보고
예물은 실속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결혼 후에도 즐겨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좋다.

아모리스&까르띠에 컨시어즈 서비스

친구, 직장동료, 친척 등 예상 인원을 파악하여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한다.
청첩장은 최소한 한 달 전에 발송하는 것이 예의다.
사회자는 보통 신랑 친구가 좋으나 요즘은 전문 사회자에게 진행을 맡기기도
한다. 주례 선생님께 청첩장 드리기.

아모리스와 연계된
전문 웨딩 사회자&연주

일반적으로 신혼여행 가방은 신부가 싸는 것. 신혼여행지를 고려하여
준비물 리스트를 보며 구입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컬러로 구입하고 이때 신혼여행 의상도 함께 준비한다.
예쁜 그릇보다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것을 고르도록 한다.
침구류는 여름과 겨울용 정도로 간단하게 구입한다
본식 드레스를 가봉한다.

예식 최종 확인

예식 당일의 계약사항, 정확한 최종인원수 및 특이사항 등을 웨딩 홀 담당
매니저와 상세히 상호 확인하며 이외 허니문, 예식장, 폐백음식, 부케,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등 준비 기간 동안 예약한 것들을 최종 점검한다

서류
정리

주소 변경 신고서류

신고서류, 의료보험, 운전면허, 신용카드 및 공과금 등 주소지가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미리 신혼집으로 주소 변경을 해둬야 결혼 후 허둥대는 일이 없다.

예단

예단 보내기

현물은 내용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성의 있게 포장하여
드린다. 또 현금은 은행에서 바로 나온 신권으로 예단 주머니에 싸서 드린다.

아모리스&까르띠에 컨시어즈 서비스



예식

폐백음식 주문

보통 2~3주 전 미리 예약한다. 이바지 음식을 할 경우에는 친정어머니와 상의
후 폐백음식 주문 시 미리 주문하면 편리하다.

연미향



혼수

가구, 가전제품 등 배치

구입한 가구와 가전은 집 구조에 맞게 배치하고 기타 살림도 정리하여
신행 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예단

함 받기

요즘에는 저녁때 신랑만 찾아가서 식구들과 조촐하게 함들이를 가는
형태가 늘고 있다.

허니문

신혼여행 가방 꾸리기







D-1

예식전날

충분한 휴식

D-Day

예식당일

예식일

D+10

결혼 후
할일

이바지 음식
땡큐 카드 발송

아모리스 역삼, 강남, 영등포, 창원
예약실




신행에 필요한 목록을 보고 가방을 꾸린다. (여권, 비자, 환전 체크)
웨딩드레스, 부케, 신혼여행 가방 및 메이크업, 예복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당일 필요한 한복과 흰색 스타킹, 속옷 등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되도록 아침을 챙기고 준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모리스 역삼, 강남, 영등포, 창원

미리 예약해두었던 이바지 음식을 보낸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 전에
보내기도 한다.

연미향

예식 전 미리 제작한 땡큐 카드를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곧바로 예식 때 와주신 하객분들에게 발송한다.

아모리스 땡큐 카드로 감사인사

※ 아모리스 예약팀은 아모리스의 Wedding Setting은 물론 예물, 허니문, 명품 드레스, 스튜디오 등 예식 관련 모든 부분에 특별한 Wedding Plan을 컨설팅해드립니다.
※ 아모리스&까르띠에 컨시어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까르띠에 함박스와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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