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일)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 매, 사진 있음)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권나미 활동가

(070-476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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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연다
- 7/21, 7/22, 7/28 줌 웨비나를 통해 무료 비대면 강좌 진행
- 동물학대와 강력범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유튜브 속 야생동물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는 시간 마련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는 오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
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오픈채팅 고어전문방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사냥당하고 학대받는 미디
어 속 야생동물의 삶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운동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물권
의 미디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의 이상경 프로파일러가 맡았고 카라
최민경 활동가는 국내 동물학대 사례 흐름을 살핀다. 2강 ‘미디어 속 야생동물’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의 김봉균 재활관리사가 진행한다. 마지막 강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에는 '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이길보라 감독과 한국여성민우회 은사자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
가 참여한다.
비대면 강좌 ‘동물학대와 미디어’ 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동물학대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신청 가능하다. 자
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끝)

카라 동물권 더배움 온라인 강좌
《동물학대와 미디어》 안내
○ 일시 : 7/21(수), 7/22(목), 7/28(수) 저녁 7시~9시(3강)
○ 대상 :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 후원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
1강(7/21 수)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 이상경, 최민경
2강(7/22 목)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 김봉균
3강(7/28 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 권나미, 은사자, 이길보라

○ 신청방법 : 카라홈페이지(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4633)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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