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과미래는 삼성카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소규모 

가족웨딩’ 형식의 ‘착한 웨딩 문화’를 소개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들을 위하여 작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열린웨딩⌟ 사업을 진행합니다. 

합동결혼식이 아닌 단독결혼식, 허례허식을 없앤 소박하고 따뜻한 웨딩, 가족만의 특별한 

웨딩을 원하는 예비 부부 혹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기혼 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삼성카드 열린패밀리 프로젝트 열린웨딩 모집 공고

□ 사업개요

1. 사업명: 착하고 실용적인 소규모 단독 웨딩 지원 프로젝트 ⌜열린웨딩⌟
2. 결혼식 일정: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창원, 포항, 천안, 청주, 전주, 원주
2015년 10, 11, 12월 가능

3. 주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 후원: 삼성카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사업내용: 소규모 단독웨딩 일체(합동결혼식 아님), 단독 신혼여행(2박 3일 제주도)

5. 사업대상: 예비 부부 혹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기혼 부부

6. 지원자격: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부부 (저소득, 다국적, 장애, 북한이탈자 등)

7. 지원내용: 

가. 결혼식
(오후 12시)

※ 지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거점 지역)에서 진행

(1) 장소: 소규모 웨딩 진행이 가능한 장소(카페, 레스토랑 등/예식장 제외)

(2) 웨딩패키지 진행

 - 헤어&메이크업, 부케&코사지, 예식복 대여, 앨범, 청첩장, 기타 데코레이션 등

 - 본식사진촬영(20p 스냅 + 10p 원판 합본 1권과 혼주용 10p 원판 2권)

    (폐백, 스튜디오는 촬영 제외)

(3) 하객식사(최대 60-70인 이내)

나. 신혼여행
국내여행 - 2박 3일 제주도(단독여행, 2인 기준, 가족 동행 불가)

 - 항공, 숙소(스탠다드), 입장료, 식사, 택시대여, 택시 운전 기사(가이드 겸)

8. 접수기간 및 방법: 2015년 08월 13일(목) ~ 9월 4일(금)

 ▹기관/단체를 통해 접수(개인 신청 불가)

  [열린서포트 또는 아이들과미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이메일(csrask@naver.com)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 열린서포트 홈페이지 www.open-supports.com (포털에서 “열린서포트” 검색)

http://www.welfare24.net/ab-3148-1341


9. 제출서류

가. 공통

(1) 열린웨딩 신청서 1부

(2) 개인사연글(A4 또는 손편지 2매 이내)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4) 열린웨딩 규정준수 1부

(5) 2명의 주민등록등본

(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1부

 대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내역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사실확인서 제출(관할 세무서)

나. 해당자에 한함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4)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10. 사업일정: 

1차 서류접수 2015년 8월 13일(목) ~ 9월 4일(금)

1차 서류심사 2015년 9월 7일(월) ~ 14일(월)

2차 인터뷰심사 2015년 9월 15일(화) ~ 22일(화)

최종선정 2015년 9월 23일(수) 공지사항 및 담당실무자 개별연락(예정)  

* 사업 일정은 기관 및 대상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참고사항: 

▪ 결혼식 일자는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 결혼식 진행 시, 모든 과정에 협조 가능해야 함

▪ 종교적 내용이 들어가는 결혼식을 장려하지 않음

▪ 열린웨딩 내 지정된 업체만 이용 가능(타 업체 지정 불가)

▪ 웨딩 장소 지정 불가

▪ 드레스 사전 피팅, 결혼식 당일 헤어&메이크업을 위해 지정업체로 직접 이동해야 하며, 신

혼여행을 위해 공항 이동도 직접해야 함 

▪ 사회, 주례 및 축가는 직접 준비하여 진행해야 함

▪ 축하공연은 후원기업 재능기부 봉사와 연계 될 수 있음

12. 문의: 미래문화팀 열린웨딩 지원사업 담당자

▪ 안성국 매니저 : 02-6959-8099 / csras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