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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프랜즈란?

Funny Game Praise & 
Dance

Memorize 
Bible Verse

Movie Group

 앤프랜즈 예배는 하나님과 아이들의 ‘만남’입니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언어로 형성된 어린이들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의 언어와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드려진 예배에서 

하나님과 어린이들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게임으로

마음을 열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무비’를 통해서

어린이다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성경 이야기를

즐겁게  이해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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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프랜즈 앨범 (2016 베스트앨범) 미리듣기

앤프랜즈 무비 (2016 전도대작전) 예고편 보기

http://ddkyung.wixsite.com/nfriends/2016bestalbum
https://youtu.be/MuUUboTTb0o


앤프랜즈 연혁

문화선교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 30명

과 함께 토요일에 시작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 정착, 70여명 전도

주일 낮 324명,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포함 

600여 명으로 성장, 멀티미디어 예배 기획 및 

정착

담당교역자 2명, 4개 부서 출석 600여명

메빅 자료 체계화 및 발매 시작

주일 낮 출석 700여명, 어린이 영화 제작시작

어린이캠프, 100여개 교회와 3,500명 어린이

참석, 독자브랜드 NFRIENDS 출범

교역자 3명, 교사 120명, 6개 부서, 출석 900명

CBS ‘명성어린이예배’ 프로그램에 방영

세미나 30여회, 여름캠프 6회 (2만여명 참여)

미국어린이사역자대회(CPC) 참여

앤프랜즈 전도프로그램 ‘반달’ 시작, 전도기간 

중 300여 명 전도

50여 회 세미나 (1만여명 교사 및 어린이 참석)

에티오피아 어린이 예배 자료 보급, 현지 12개 

교회 1만여 명 어린이 부흥

명성교회 교회학교에 앤프랜즈 예배 편입

CPC와 NWCEC에 참여

앤프랜즈 워십 사역 시작

몽골 전체 교사 세미나 및 어린이 집회

(350여개 교회, 1만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참여)

앤프랜즈 콘텐츠 웹상으로 한국교회 보급 시작

앤프랜즈 콘텐츠 정착,

앤프랜즈 찬양앨범 12집 발매

앤프랜즈 무비, ‘새콤달콤 천사랑’ (ES)

                     ‘전신갑주’ (여름성경)

                     ‘새콤달콤 천사랑 리턴즈’ (LS)

앤프랜즈 찬송가 앨범 1집 발매

앤프랜즈 무비, ‘으랏차차 여호수아’ (겨울성경)

                     ‘백설왕자’ (ES)

                     ‘슈퍼스타 슈퍼파워’ (여름성경)

                     ‘다윗의 소나타’ (LS)

앤프랜즈 베스트앨범 발매

앤프랜즈 무비, ‘스크루지’ (겨울성경)

                     ‘전도대작전’ (ES)

                     ‘천국에서 온 편지’ (여름성경)

                     ‘선교대작전’ (LS)

앤프랜즈 브랜드 정비, 웹페이지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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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BY

찬양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게임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비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곡 준비

앤프랜즈 웹페이지에서 앤프랜즈 찬양과 율동 

또는 가사 영상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곡 배워두기

한 주 전에 찬양팀이 콘티를 공유하고 악보와 

율동 DVD 등을 보면서 동작을 익힙니다.

찬양팀뿐만 아니라 전체 프랜즈들과도 악보

를 미리 나누면 찬양을 미리 익힐 수 있어 좋

습니다.

찬양과 율동시간

앤프랜즈 율동은 스토리가 있어 흐름을 파악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율동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큰 동작으로 표현

해 주세요.

한 주 전에

게임 선생님은 한 주 동안 준비된 게임을 부서

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주세요.

(간혹 신을 벗고 들어가는 예배실이 아닌 경우

에는 하기 어려운 게임도 있습니다.)

리허설

게임 선생님의 목소리 톤, 표정, 진행 센스는 

게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예행연습

을 미리 한 번 해보고 부족한 점을 미리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료구성

예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예배 인

도자와 상의하여 미리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놓습니다. 앤프랜즈 웹 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장비점검

예배실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들을 미리 체크

합니다. 빔프로젝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음향은 

적절히 작동하는지 미리 체크하여 장비 때문

에 멀티미디어 예배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프랜즈들과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바로 담임 선생님이 예배에 참여

하는 태도입니다.

프랜즈들을 살펴보아요

앤프랜즈 예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신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혹 

짝을 찾지 못하는 프랜즈, 찬양을 몰라 어려움

을 느끼는 프랜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다가가 

격려해주셔서 프랜즈들이 모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별모임

배운 말씀의 요점을 복습하고 암송도 확인해

주세요. 반별모임 때 미리 기도제목을 체크

하셨다가 주중에 프랜즈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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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예배 전 활동 예배 후 활동앤프랜즈 예배

카운트다운 광고예배로의 부름

게임

새친구환영

신앙고백

찬양과 율동

반별모임

경배와 찬양

기도

성경말씀암송

찬양대

무비

설교

결단찬송

헌금

주기도

30” 3’30”

5’

3’

30”

8’

20’

30”

1’

5’

3’

10’

15’

3’

3’

30”

예배 시작을 알리며 카운트 다운

과 함께 예배로 모입니다.

교회소식, 부서소식을 전합니다.하나님께서 예배에 우리 프랜즈들을 참 

예배자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게임을 통해 닫혀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나온 새친구들을 함께 

축하합니다.사도신경으로 프랜즈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프랜즈들과 함께 신나는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집니다.

선생님과 프랜즈들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말씀을 나누며 

암송하기, 삶 나누기, 성경공부

를 진행합니다.

총 예배 소요시간 75분

마음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부장 집사님이 예배와 영적 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즐겁게 암송합니다.

프랜즈들로 구성된 찬양대와 함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재미있는 앤프랜즈 무비를 함께 감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여 친구들의 삶에 도전과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찬양을 하며 프랜즈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찬양하면서 담임 선생님과 프랜즈들이 서로 안고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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