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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조커’의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으로 유명하다. 그가 가장 공 들이고 있는 사회 이슈는 바로 동물권. 호아킨 피닉스는 지난 2월 미국 아

카데미 시상식에서 ‘조커’로 남우주연상을 받고 소감으로 소를 착취하는 낙농업 시스템을 저격하며 우유

를 그만 마시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후 동물보호 단체와 함께 도축장에서 소를 구출하며 “친절, 연민

은 누구에게나 적용 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 호아킨 피닉스가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된 동물권 영화 ‘애니멀 피플’이 언택트 영화제를 통해 아시

아 최초 공개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9일(목)부터 시작하는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애니

멀 피플’을 선정했으며, 개막식 오프라인 상영 1회를 포함해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7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애니멀 피플’은 세계 최대 동물실험 회사를 막기 위한 동물권 운동을 미국의 6명의 동물보호 활동

가를 중심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평범했던 6명의 젊은이들이 동물실험의 잔인함과 불필요함을 

폭로하고 동물권 운동에 뛰어들면서 겪는 15년간의 사건 사고를 뒤쫓는다. 

○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영화

는 거대한 동물실험 대행 회사를 통해 동물을 착취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공개한다. 동물권 활동가들의 

애환도 엿볼 수 있다. 캠페인 성공으로 기뻐하는 모습부터, 테러리스트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까

지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 호아킨 피닉스는 이 영화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사회 변화 그리고 기업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15일(목) 06: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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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호아킨 피닉스’가 전하는 동물권, 

영화 ‘애니멀 피플’ 카라동물영화제 통해 亞 최초 공개

- 세계 최대 동물실험 회사와의 15년 동물보호 싸움 다룬 영화 ‘애니멀 피플’, 
동물권 운동가 배우 호아킨 피닉스 제작 참여 

-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 통해 아시아 최초 상영, 케이시 수챈 ‘애니멀 피플’ 
감독과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의 랜선 GV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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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목)에는 CGV 명동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 개막식을 겸해 특별히 오프라인 

상영되며 종료 후 임순례 영화감독 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와 케이시 수챈 '애니멀 피플' 감독이 랜선 

토크를 통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애니멀 피플'의 오프라인 상영는 CGV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예매 가능하다.

○ ‘애니멀 피플’은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는 10월 30일(금) 오후 1시부터 

11월 4일(수)까지 6일간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를 통해 언택트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야생동물, 농장

동물 등 동물권과 관련된 전세계의 영화 21편을 상영한다. 티켓 가격은 단편묶음 3000원, 장편 5000원

이다. 카라동물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카라 공식 홈페이지(www.ekara.org)또는 카라동물영화제 인

스타그램(@kara_kaff)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붙임자료 있음) 

붙임 1. 영화제 상세 정보

붙임 2. 영화 관련 이미지(카라 영화제 공식 포스터 및 애니멀 피플 이미지)

붙임 1. 영화제 상세 정보

■ 개요
이름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KAFF, KARA Animal Film Festival)

주최, 후원 동물권행동 카라(주최), 영화진흥위원회(후원)

기간
2020.10.29(목)~11.4(수) 총 7일간

*온라인 상영: 10.30(금) 13:00~ 11.4(수) 23:59
상영작 11개국 21편 

장소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 http://screen.purplay.co.kr/kaff2020 (추후 오픈) 

오프라인 상영관: CGV 명동 씨네라이브러리(서울시 중구 퇴계로123 10층) 
티켓 단편묶음 3000원, 장편 5000원

캐치 프레이즈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

슬로건 우리는 (인간) 동물이다

■ 상영작
동물, 쟁점: 인류세, 인간 중심 사유 해체하기  
No. 영화제목 감독 제작연도 국가 등급 프리미어

1 인류세: 인간의 시대

제니퍼 베이치월, 에

드워드 버틴스키, 니

콜라스 드 펜시에르

2019 캐나다 전체

2 우리 주변의 동물들 에드 안토하 2017 스페인 12세
3 피폭소와 살다 마츠바라 타모츠 2016 일본 12세 한국 최초

4 애니멀 피플
데니스 헨리 헤넬리, 

케이시 수챈
2019 미국 15세 아시아 최초

5 우화 드니 코테 2012
캐나다, 

프랑스
전체

6
도나 해러웨이: 지구 

생존 가이드

파브리지오 테라노

바
2016 벨기에 전체

동물, 신작: 인간동물, 동물임을 깨닫기  
No. 영화제목 감독 제작연도 국가 등급 프리미어
1 고기가 되지 않을 자유 임진평 2020 한국 전체 세계 최초
2 캣닙 네이션 티나 트라스터 2019 미국 전체 아시아 최초
3 낙원 마르크 피어셸 2019 독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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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행사 이름 일시 장소 게스트

개막작 <애니멀 피플> 

오프라인 상영

2020년 10월 29일 

목 19:30

CGV 명동역 

씨 네 라 이 브

러리

포럼1. 인류세, 인간중심 

사유를 해체하기

2020년 10월 30일 

금 19:00
온라인 포럼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생

명다앙성재단 대표)

강철(서울시립대 객원교수)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상임

이사)

황미요조(카라동물영화제 객원

프로그래머/영화평론가)

최유미(수유너머104 연구원)

포럼2. 어떠한 동물도 해

를 입지 않았습니다: 동

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

라인

2020년 10월 31일

토 17:30
온라인 포럼

임순례(영화감독/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구정아(영화 프로듀서)

설채현(수의사/동물훈련사)

이삼 집사(22똥괭이네 운영자)

김지혜(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권나미(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가)
10대 관객심사단 : 틴카

라 Teen-KARA

2020년 10월 31일 

(토) ~ 11월 1일(일)

온라인 관람 

및 논의

동물과 영화에 관심 많은 10대 

청소년 5~9명

4 속삭임 헤더 영 2019 캐나다 15세
5 검은 환영 이하루 2019 한국 전체

동물, 단편: Short! Strong! AnimalS! - 국내 단편 묶음 1
No. 영화제목 감독 제작연도 국가 등급 프리미어
1 안개 너머 하얀 개 정승희 2018 한국 전체
2 프론트 도어 이예진 2019 한국 전체
3 나는 오늘 죽는다 박영광 2019 한국 전체

동물, 단편: Short! Strong! AnimalS! - 해외 단편 묶음 1
No. 영화제목 감독 제작연도 국가 등급 프리미어
1 블레이크 데이비드 부쉬 2018 영국 전체 아시아 최초

2 누렁이
에릭 쿠, 제럴드 청, 

안드레 퀙
2020

싱 가 포

르
전체 한국 최초

3 실험견 라일리 구출작전 노에미 듀리보 2019 미국 전체 아시아 최초
4 빌리 마키 요시쿠라 2018 영국 전체

동물, 단편: Short! Strong! AnimalS! - 해외 단편 묶음 2
No. 영화제목 감독 제작연도 국가 등급 프리미어
1 로드킬 레스젝 모즈가 2016 폴란드 전체 한국 최초

2
침팬지의 의사소통: 팬

트후트
리차드 린즈 2019 미국 전체 아시아 최초

3 전조
엘리나 고아텔리, 앙

헬 에스테반
2019

스페인, 

이 탈 리

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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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영화관련 이미지(카라동물영화제 포스터 및 애니멀 피플)

 ■ 공식 포스터

■ 애니멀 피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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