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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 석유회사 BP의 석유시대 엔딩 선 언 🔥🔥
세계 2위 석유 회사인 BP에서 석유 시대의 엔딩을 선언했다. BP가 가정한 3가지 시나리오와 수
송업계의 탈석유 전략이 궁금하다면?

석유회사 BP의 이름에 이런 반전이?
석유 수요 증가, 언제까지?
BAU? RAPID? 넷제로? 이게 뭐야?
우버의 미래전략은?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50454&memberNo=420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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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 ! 전기차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구?!🐺🐺
PHEV의 탄소 배출량은 운전자의 연료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
소를 배출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종류와 한국의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면?
PHEV의 한계가 무엇일까?
운전자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한국의 전기차 지원 체계는 어떨까?
미래 모빌리티에는 어떤 게 있지?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51096&memberNo=420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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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년 들 이 살려낸 CO P 2 6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으로 COP26이 연기되면서 청년 기후 활동가들은 모의 COP26 주 최
에 나섰다. 청년들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궁금하다면?

청년들이 모의 COP26을 하게 된 계기는?
모의 COP26의 주제는 뭘까?
COP, 왜 이리 항상 더 디지?
영국 감축안 제출...언제해?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26713&memberNo=420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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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샤넬이 녹색채권을?!🛍🛍
세계적 명품 패션 브랜드인 샤넬은 7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샤넬 의 입장을 알고 싶다면?
버버리도 녹색채권을 했다구?
샤넬과 버버리의 녹색채권, 그 차이는 뭐야?
녹색채권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샤넬의 공개시장 진입이 어떤 의미일까?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51954&memberNo=420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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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CO2 배출국이 탄소중립국으로! 😦😦
세계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해당 선언
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다른 국가들의 탈탄소 전략 현황이 궁금하다면?
중국이 탄소중립국이 된다고?
우리나라도 이행 중인 파리협정, 대체 뭐야?
국가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는 어떤 내용이?
우리나라도 올해 LEDs를 제출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51530&memberNo=420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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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고 기 먹는 게 자동차 타는 것보다 환경에 안 좋다고..?🚗🚗
유럽연합국가 모두의 자동차와 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보다 가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의 양이 더 많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유
럽연합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궁금하다면?
"실패를 위한 농업", 무슨 의미야?
가축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가축산업에 공공보조금을 지원한다고?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52406&memberNo=42038471

오늘의 E M U 💌💌 는 여기까지
해외뉴스로 읽는 기후변화 동향! 다음주 더 신속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EMU는 어땠나요?
(피드백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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