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비상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Yr Argyfwng Hinsawdd
Mae’r cloc yn ticio

홍수, 화재, 기근 및 가난,

Ac mae’n byd ni ar dân.

이 모두가 현실입니다.

Mae’n amser deffro.

민족 이동, 갈등 및 추방,

Llifogydd, tanau, newyn, a thlodi,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dyma ein realiti ni.

우리는 왜 아직 권력가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Mudo, gwrthdaro, dadleoli,

듣고만 있습니까?

ai dyma ein dyfodol ni?
Pam ein bod ni’n dal i wrando

우리는 왜 아직 모든 일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ar bla bla bla’r rhai mewn pŵer?

믿고 있습니까?

Pam ein bod ni’n dal i gredu
y gallwn brynu ein ffordd allan?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제 변화를 이룰 시간입니다.

Mae’n amser deffro.
Mae’n amser addo i newid.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비 속도를 늦추고, 그 양을 줄이고
생각하며,
소비를 중단할 수 있는

Fedrwn ni ddim cario ’mlaen fel hyn.
Mae gennym ni’r fraint i arafu,
i leihau ein defnydd,
i feddwl.

선택 특권이 있습니다,

i stopio’r cynnydd.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첫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chos nid ni fydd yn dioddef yn gyntaf.

그래서 여기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Felly dyma ein haddewid
i newid ein ffordd o fyw

우리는 지구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a galw am newid systemig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경하고

er mwyn y rheiny yng ngwledydd y De Byd-eang.

또한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r mwyn dyfodol ein cartref.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Dechreuwn wrth ein traed
우리는 작은 변화를 이룸으로써

gan wneud y pethau bychain

우리 자신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A rhown bwysau ar gwmnïau a gwleidyddion

그리고 커다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i wneud y pethau mawr.
Dyma’n haddewid ni.
Beth yw dy addewid di?
Mae’n amser deffro.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Urdd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Urdd Gobaith Cymru

5월 18일에 #Heddwch100 #yourlanguagehere #yourcountryhere를 통해 @Urdd에 태
깅하여 귀하와 친구들이 모국어로 저희 메시지를 읽고 공유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트윗을 위한 제안 문구:
@Urdd에서 제공하는 이 중요한 평화와 호의의 메시지를 잠시 봐주십오.
여기서 #한국어 로 제공됩니다. #Heddwch100 #한국어 #대한민국

귀하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urddgobaithcymru

#Heddwch100
heddwch@urdd.org
www.urdd.cymru/heddwch

영국 문화원 및 웨일스 정부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