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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수)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박선미 활동가 (070-4760-1203) 간현임 활동가 (070-476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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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올 해 마지막 참가자 모집

설채현 수의사 특강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설’문세트>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주최|서울특별시, 주관| 동물권행동카라), 
코로나19 상황 대응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진행

- 설채현 수의사 등 국내 최고 전문 강사진으로 11월 특별강의 3회 모집 중,
반려견을 위한 긍정강화, 홈트레이닝 비법 공개

○ 지속적인 반려인구 증가 추세와 함께 동물 유기 및 학대 등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나며 반

려생활의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반려 동물의 평생 돌봄을 위한 기초

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펫티켓과 반려인/반려견이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관하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은 지난 

2019년 조기 모집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과 만족도에 힘입어, 연속 2년째 반려동물과 사람

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시공간 제

약을 벗어나 더 많은 시민 대상 교육 제공이 가능해진만큼,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황금과 같다’는 말을 모토로 반려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특별강의가 11월 진행된다.

○ 교육은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며, 국내 반려견 행동교정 

및 긍정강화 교육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설채현 수의사, 곽태희 반려견 트레이너, 서지형 동

물 트레이너가 이번 특별 강의에 함께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교육 관련된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반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동안 참가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많았

던 내용들로 준비한 <반려동물교육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이번 특별 강의에 많은 관심 부

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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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강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현

재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 와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2020)를 통해 접수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한편, 이번 특별 강의는 2020년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의 일환으로, 특별 강의를 비롯

하여 반려동물 행동교정, 반려견 시민학교, 반려묘 시민학교, 반려동물 사회화 및 예절교육, 입

양 전ㆍ후 교육 등 참가자의 상황과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마련 되어있

다. 11월 2일(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다회차 교육의 경우 최초 1회 

신청 시 연속 강좌를 참여 할 수 있으며, 75%의 출석률 달성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붙임 1. 특별강연 상세 정보

붙임 2. 특별강연 관련 이미지(공식 포스터 및 참여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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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특별강의 상세 정보

■ 개요

주제 일시 장소 강사

선 넘지 않게 반려견과 놀

아주기

2020년 

11월 4일 

(수) 19:30

화상 채팅 

플랫폼 

Zoom

･ 곽태희 반려견 긍정강화 트레이너

･ KPA CTP 프로페셔널 인증 클리커 트레이너

･ CPDT-KA(반려견 훈련 전문가 인증)

･ 2019, 2020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행동

교정교육 강사

포스트 코로나 준비! 반려

견과 홈트레이닝!

2020년 

11월 11일 

(수) 19:30

화상 채팅 

플랫폼 

Zoom

･ 서지형 동물 긍정강화 트레이너

･ 국내 최연소 KPA CTP 공식 인증 파트너 트

레이너

･ CPDT-KA (미국 반려견 훈련 전문가 인증)

･ AKC CGC(미국 켄넬클럽 주관) 심사위원

･ 2019,2020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사회

화 및 기본예절 교육 강사

･ 강동구 서당개 프로그램 교육 강사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 ‘설’

문세트

2020년 

11월 18일 

(수) 19:30

화상 채팅 

플랫폼 

Zoom

･ 설채현 동물행동교육전문가 & 수의사

･ KPA(긍정강화 트레이닝 교육센터) 

･ CTP 공식 인증 파트너 트레이너 취득 

･ 그녀의 동물병원 동물행동치료센터 VETTY 대

표원장/대표트레이너

･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 채널A <개밥주

는 남자>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 <그 개는 정말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을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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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특별강연 관련 이미지(공식 포스터 및 참여자 프로필)

 ■ 특별강연: <피곤한 개가 행복하다, 반려지식 급충전> 공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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