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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동물권 교육 <더배움> 집중강좌 열어
인문학·철학·과학을 넘나드는 동물권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총 6회 교육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6회에 걸쳐 동물권 교육 <더배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배움>은 인문학, 윤리학, 철학, 과학을 바탕으로 동물의 권리, 사람과 동물의 관계,
환경과 생태계, 생명과 공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
로그램은 동물권 교육의 대중적 확산과 동물권 인식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동
물 운동의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짚어보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
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최재천 초대 국립생태원장 겸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호모 심비우스’ 주제 강좌를 시작으
로, 종차별과 성차별을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는 황주영 페미니스트 철학 연구자, ‘가
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종무 수
의사, 해양환경보호단체 시셰퍼드 활동가이자 최근 ‘아무튼 비건’ 책을 출간한 김한민 작
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동물행동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이
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동물생태학을 전공하고 동물권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
는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까지 모두 6회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참가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12만원이며,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
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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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동물권 더배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5/14(화) ~ 6/18(화),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6강)
○ 장소 : 카라 더불어숨센터 교육장(B1)/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대상 :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2만원, 회원 10만원(3개월 이상 정기 후원 기준), *강의 개별 신청 불가
※ 취소 시 환불 기준
교육 시작 1주일 전(5/7)까지 100% 환불, 3일 전(5/10)까지 70%, 1일
전(5/13)까지 50%, 교육 시작(5/14) 이후 환불 불가
○ 프로그램
1회(5/14) : 호모 심비우스와 두 동굴 이야기 / 최재천
2회(5/21) : 종차별과 성차별의 얽힘, 에코페미니즘으로 풀어내기 / 황주영
3회(5/28) : 생명윤리로 보는 가축 살처분 / 박종무
4회(6/04) : 2048년의 바다 / 김한민
5회(6/11) : 과학으로 본 전래동화 속 동물행동 / 장이권
6회(6/18) : 개식용 종식을 향한 동물권 행동 / 전진경
○ 신청방법 : 카라 홈페이지(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1369)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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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더배움 프로그램 개요, 사진2. 더배움 프로그램 상세(강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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