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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콘텐츠’는 우리의 활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콘텐츠가 곧 캠페인으로 

이해되는 지금, 해당 가이드라인은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들이 쉽고 정확하게, 인권과 동물권을 

함께 생각하며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물권 운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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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쉽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12세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 등에 대해서는 각주나 괄호 등의 형태로 해설을 

제공합니다.

▪  문장은 가급적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주제가 달라지면 단락을 구분합니다.

▪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 표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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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장식 축산업으로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육식 전시를 
금지합니다.

▪  돌보는 동물들에게 닭죽이나 삶은 고기 등을 먹이는 모습 / 펫밀크로 멍푸치노 등을 

만들어 먹이는 모습 등 ‘육식’이 연상되는 모습을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장례를 치를 때, 닭가슴살이나 캔 등 간식을 동물과 함께 소각하지 않습니다.

▪  동물을 감정이 있고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영화/드라마/다큐 등을 제작할 시 ‘고기’ 연출이 필요하다면 콩고기 등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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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편견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1. 대상화

▪  동물의 특정 품종에 대해 일반화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ex. 비글은 악마견)

▪  ‘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사회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동물의 상태를 묘사/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쇼핑하는 행동을 ‘사냥’으로 부르거나, 어떤 것을 전시하는 행동을 ‘박제’라고 부르는 것 

등 동물을 대상화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물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류’ ‘해양동물’ 혹은 고유의 분류 이름(관상어 등)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시 대명사로서 암컷 동물을 표현할 때 ‘그녀’가 아니라 ‘그’로 쓸 수 있도록 하되, 

맥락에 따라 ‘그녀’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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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족주의

▪  동물을 ‘아이’ 등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생명으로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맥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

▪  동물을 돌보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부모-자식간의 관계로만 희석되지 않도록 ‘캣맘’ 

‘캣대디’ 대신 ‘케어테이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입양자를 표현할 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보호자’ ‘입양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대부모’가 아니라 ‘결연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3-3. 장애

▪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ex.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어떤 장애를 동물학대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뉘앙스도 보이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진단을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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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자 등에 대해서도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외모·인격·성별·연령·학력·장애·지역·인종 등에 대한 비하와 모독 및 편견조장 언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  흡연, 욕설, 폭력 등의 장면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  저속한 조어나 은어,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나쁜 손’과 같이 범죄를 

의미하지만 희화화 되어 쓰이는 표현 사용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04.
혐오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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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상황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를 

과장 없이 객관적으로 표현해 전달하며, 가능하다면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  탄원서명 등에는 잔인한 이미지나 사체 이미지를 절대 쓰지 않고, 오직 텍스트만 

표기합니다.

▪  잔인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SNS 커버 이미지에 주의 표시를 명시하며, 

뒷장에서도블러 처리를 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다면 흑백 처리까지 

진행합니다.

구분 블러 여부

대상

상처(학대) O

상처(사고) O

상처(병환) O

피 / 상처의 흔적 O

털 X

사체 O

벌레(구더기) O

배설물 -

오물 및 쓰레기 -

뼈(실물) X

뼈(엑스레이ver) X

구분 블러 여부

행위 
(장면)

살해 O

폭행 / 구타 O

구속 및 포박 O

사고 장면 O

발작 및 경련 O

정형 행동 X

신음 / 릭킹 -

물체 파괴 X

물건

무기(칼, 도끼, 톱 등) X

학대 도구 
(밧줄, 전기봉, 쇠파이프 등)

X

05.
잔인하고 선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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