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원인부터 기후 운동 내 쟁점들과 진정한 대안을 살펴봅니다.
엉터리 해법은 가려내고요. 기후 위기를 멈추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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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의로운 기후 해결 — 그게 뭔데?

②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②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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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⑩ 마치며: 체제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없을까?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영상을 함께 보고 토론하고 싶은 분들은 (

전회 보기
bit.ly/3TOP7Bs

를 구독하세요!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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