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8년 10월 4일(목) 15:00배포

총 4매, 사진 있음)

(

(배포 즉시 보도)

(2014)’, ‘소나기(2017)’ 등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한 팀으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유기견을 입양한 두 감독은 동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흔쾌히 동물영화제
첫 트레일러(홍보영상)를 맡았다.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트레일러 배경음악은 최용원 음악감독이 작곡했다. 최용원 음악감독은 드라마 <비밀의 숲> 타

담당 : 김명혜 교육아카이브팀장 (010-6701-3901) / 권나미 활동가

이틀 넘버를 작곡했으며, 국내외 유명 게임 프로젝트와 애니메이션 음악감독을 맡아왔다.

(010-8395-9566)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이어지는 축하영상과 함께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언더독>
은 영화제 예매가 시작하자마다 당일 매진이 되었다. 소음으로 고통 받는 고래에 대한 <소닉
씨>, 상둔 렉 차일러의 내한으로 화제가 된 <코끼리와 바나나>, 바다와 동물을 위해 싸우는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응원합니다”
동물의 권리에 주목하는 영화제를 응원하는 스타들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블루> 등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는 10/12, 10/13 양일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에서 열린다. 영화제 티켓
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매 가능하며 상영작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Ÿ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 앨리슨 아르곤(감독), 상둔 렉 차일러(코끼리 보호 활동가) 등 국내
외 축하영상 이어져

[붙임자료]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축하영상 이미지

Ÿ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언더독> 예매오픈 당일 매진

Ÿ

동물의 권리에 조명하는 ‘카라 동물영화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 예술가들의 참여

[관련게시글] 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0577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를 응원하는 배우들의 영상

[축하 영상 유투브]

을 공개했다. 카라가 1차로 공개한 축하영상에는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 배우가 카라 영화제를

도경수 https://youtu.be/iHtCBli5Dxk

응원하는 모습이 등장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소담 https://youtu.be/y2KuPdrp-wo
박철민 https://youtu.be/9aACorNcBSQ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다양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도경수는 ‘카라 동물영화
제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영화제를 응원했고, 박소담은 반려견을 둔 반려인
으로서 카라 영화제가 개최되어 반가운 마음을 전했다.
도경수, 박소담은 반려인에게 유기된 반려견 뭉치의 이야기를 다룬 <언더독>에서 목소리 연기
를 펼쳤으며, <언더독>이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카라와 인연을 맺었다.
추후에 공개되는 <마지막 돼지> 앨리슨 아르곤 감독의 축하영상에는 함께 지내는 돼지와 닭과
함께 등장했다. 아르곤 감독은 “카라 동물영화제가 시작되는 첫 해에 <마지막 돼지>를 상영하
게 되어 정말 기쁘다. 비인간동물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놀랍다.“라며 카라 동물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외에도 오성윤 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감독들과 상둔 렉 차일러 축하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동물의 삶을 조명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라는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많은 예술가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영화제 트레일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에서 제작했다. ‘연

[별첨 1] 카라 동물영화제 개요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 10월 12일(금) ~ 10월 13일(토) 5회차 상영, 총 6편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 슬로건: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
○ 상영작: <언더독>, <블루>, <마지막 코끼리>, <소닉 씨>, <마지막 돼지>, <매직 알프스>
○ 게스트: 임순례 감독/카라 대표, 오성윤 <언더독> 감독, 이춘백 <언더독> 감독, 김한민
작가(시셰퍼드코리아), 상둔 렉 차일러 대표(Elephant Nature Park),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황윤 <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황주영 페미니스트철학 연구자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02-3482-0999 / info@ekara.org

필로 명상하기’는 한혜진, 안재훈 감독님을 중심으로 ‘소중한 날의 꿈(2011)’, ‘메밀꽃 필 무렵
- 1 -

- 2 -

박소담 배우
[별첨 2] 상영시간표
상영일

시간

10.12(금)

19:30

<언더독>

10.13(토)

13:20

<블루>

10.13(토)

15:40

10.13(토)

18:20

10.13(토)

19:40

상영작

<코끼리와

바나

나>
<소닉 씨>
<매직

알프스>,

<마지막 돼지>

프로그램
개막인사

게스트
임순례 감독/카라 대표

GV영상

(영상: 오성윤, 이춘백 <언더독> 감독)
김한민 작가(시셰퍼드코리아),

GV

손소영 프로그래머(제6회 순천만세계
동물영화제)
렉 차일러 코끼리 보호 활동가,

GV

임순례 감독/카라 대표

등급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스페셜 토
크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황윤 <잡식가족의 딜레마>감독,
황주영 페미니스트철학 연구자

15세

이상

관람가

[별첨 3] 축하영상 이미지

도경수 배우

박철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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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아르곤 <마지막 돼지> 감독

[별첨 4]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공식 포스터

오성윤 <언더독> 감독

2018. 10. 4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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