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YFUL CITY 
NEW YEAR PRAYER TIME 

& VERSE CARD INFO 
 

  YOU CAN DOWNLOAD THIS FILE FOR FUTURE REFERENCE. 

추후 참조 가능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ZOOM 줌 
To join your Zoom prayer session you will need to use the Meeting ID & Password 
- Meeting ID: 222-555-1717 
- Password: 12345 
 
기도 시간에 참여하려면 줌 미팅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미팅 아이디: 222-555-1717 
- 비밀번호: 12345 
 

KAKAO CHATROOM 카카오톡 채팅방 
Use the link below to join the Kakao Chatroom for all those who have registered.  We will use 
this chatroom to communicate any updates, changes, etc.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등록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팅방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변경사항 등을 전달합니다. 

 
https://open.kakao.com/o/gO07X5Oc 
 
 

VERSE CARD 말씀 카드 
To receive your verse card, use this link:  
 
말씀 카드를 받기 위한 링크:  
 
https://www.joyfulcity.org/versecard 
 
 

https://open.kakao.com/o/gO07X5Oc
https://www.joyfulcity.org/versecard


 

DON’T FORGET! 
 

1. 5MIN EARLY 5분전 참여 
 
Please be sure to join your prayer time 5min before your scheduled time! 
 
**IMPORTANT:  Because every prayer session is individually scheduled we need to start each 
prayer session on time.  Out of respect for everyone's time, we will have to end each time 
according to the schedule. 
 
**WHAT IT MEANS:  This means that if you are late for your session or miss your session, your 
time will either be limited or will be skipped. 
 
=== 
 
여러분의 예정된 기도 시간 5분 전에 미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모든 기도 세션은 개인/개별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각 기도 세션은 정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개별 기도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여러분의 예정된 기도 세션 시간에 늦으시거나 놓치실 경우, 시간이 줄어들거나 
순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TIME ZONE 시간대 
 
The times below are in KST (Korean Time).  If you are receiving prayer from a location outside 
of South Korea, be sure to make the conversion to your local time! 
 
아래의 시간은 한국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기도를 받으신다면, 현지 시간으로 
적용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