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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 
대통령 선거 공약의 물꼬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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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이 무기징역을 사는, 철창에 감금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사육곰 300여 마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남은 곰들의 보호 정책을 촉구하며 15마리를 구출하였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돌봄 활동으로 국내 유일의 민간 곰 생추어리 건립

기틀을 마련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며 이후 국가가 건립할

사육곰 생추어리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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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사말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 진 경

2021년의 카라, 가혹한 동물학대 현실에 맞서며 개식용종식을 국가정책 전면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큰 틀에서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진전을 획득하기 위한 카라의 정책 활동이 빛났던 한 해입니다. 카라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2019년 

무려 900여 곳의 경기도 개농장을 조사하여 개농장의 동물학대 실태와 함께 개농장 폐업율이 50%에 이름을 

알려 개식용 종식의 근거를 사회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개식용종식을 공약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의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케 하기까지 카라가 주도해 온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

동과 막강한 힘을 가진 팩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카라는 동물판 N번방 사건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동물학대와 유포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서 

국내 최초로 동물학대 방조에 의한 처벌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길고양이 등 사회 최약자 동물인 길고양이, 우리

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진돗개 방치 사육과 학대에 구조, 캠페인, 학대 대응, 정책 활동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

했습니다. 

카라 더봄센터라는 막강한 반려동물 토탈 보호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 도살장 구조견들의 고난이도 사회

화와 입양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사지말고 입양하기’ 캠페인으로 번식장의 동물학대에 정면 대응했

습니다. 쓸개 채취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육곰 15마리 구조와 돌봄으로 시작된 사육곰산업 종식과 생추

어리 건립 노력은 반려동물을 넘어 야생동물 보호까지 카라의 역량이 확장된 주요 사건으로 빼 놓을 수 없는 중

요한 변화이자 발전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진전과 변화들은 더 강력한 지지와 응원으로 저희를 뒷받침하고 연대해 주시는 시민들 그리고 

카라의 기둥인 후원 회원님들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2021년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며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

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치며 이후로 더 낮은 자세로 동물들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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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들의 권리를 대변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공장식축산으로 고통받는 농장동물, 전시·오락의 대상으로 착취 당하는 

전시야생동물 등 한국의 모든 동물을 위한 활동을 하며, 각 동물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동물이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적인 구조와 구호 활동부터 교육과 문화, 법과 제도 개선 영역에서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근본적으로 동물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조직소개

비전과 미션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VISION MISSION



이사회

총    회

대   표

국   장 

사무국

회계

더불어숨센터 더봄센터

실장아름품 카라병원도서관 

총무•행정

정책

기획팀

정책

행동팀

회원 •

모금팀

캠페인

전략팀

더봄센터

운영지원팀

교육 •

아카이브팀

동물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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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돌봄, 입양의 선순환을 확장시켜나가는 종합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번식장, 개농장, 애니멀

호딩 등 학대와 죽음으로부터 구조한 동물들의 보금

자리이며, 약 200여 마리 동물이 치료와 교육을 통

해 입양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동물 번식업과 

판매업에 강력하게 맞서는 캠페인 기지로서 한국 동

물보호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카라 더불어숨센터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

육, 바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연구, 위기동물 구

호와 지원 등의 캠페인 허브로서 세워졌습니다. 교육

과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인프라를 

만들고 확장해 가는 큰 도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라	더봄센터

카라	더불어숨센터

조직소개

센터 및 부설기관



카라의 동물권 활동을 동물 의료구호 활동으로 지원

합니다. 카라의 모든 구조동물의 건강을 보살피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동물들을 치료하며 

영구적인 장애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동물들의 호

스피스와 길고양이 TNR, 시골개 중성화 지원 캠페인 

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름품은 ‘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품’의 줄임말로 더봄센터의 서울 분소입니다. 최종 

사회화는 물론, <입양ON 펫숍OFF> 캠페인 및 품종 

편견 타파를 위한 캠페인 기지로서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동물 동화책부터 동물권에 대한 전문서까지 6천여 

권의 책을 구비하고 전자도서관도 운영중인 국내 최

초 동물전문도서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

과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물권행동 카라의 출판서적, 교육자료, 

교육도구 등을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라	동물병원

입양센터	아름품

생명공감	킁킁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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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마리

207마리

417명

217마리

419 마리

487명

169 마리

1,973 명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조	후	치료받은	동물

더봄센터에

입소한	동물

더봄센터·달봉이네	보호소	등

봉사활동	참여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	간	동물

개도살장·개농장·방치·

학대자로부터	구조한	동물

동물을	위한	물품	후원,

나눔정원	참여자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관객

2021 캠페인

숫자로 보는 2021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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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명

239,875 명

7,148 권

718 명

1,803 회

21,916 kg

3,589 명

5,593 회

13,255 건

마음으로	하는	입양,

일대일	결연	후원자

카라	소셜	미디어

팔로워

동물전문	킁킁도서관

온/오프라인	보유	도서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참여	교사	및	학생

카라의	동물권	활동

언론	보도

사설보호소	38곳

지원	물품

2021	카라	정기후원	회원

신규	가입자

동물권행동	카라	2021

전화상담	건수

카라	동물병원

진료	건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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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캠페인

Monthly Highlights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액션     

   “개·고양이 식용 금지하라!”

•동물복지 애니메이션 ≪달걀 번호   

   끝자리의 비밀≫ 제작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고발

•화성 시민토론회 참여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서 답을 찾다!>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47종 

   제작 발표회

•카라 동물병원 더봄센터 이전

•임순례 전 대표, 전진경 현 대표 

   이취임식

•카라x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미팅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을 위한 

   연대의 시작”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 1 

   <입양 ON 펫숍 OFF>

•제 16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부산 지역) 부스 참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

•2021 접속하는 동물권 교육 

   참가자 모집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교사진 결성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

•조류독감 무차별 살처분 규탄 

   기자회견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 및 개식용 

   종식을 위한 민원액션

•미니피그 등 구조 농장동물을 위한    

   환경정비

•더봄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2021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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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월

4월 5월 6월

•대전 애니멀호딩 피해 동물 44마리   

   구조

•아름품 시즌3 <입양센터 아름품> 

   리모델링 완료 및 집들이 주간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2 <즐거운    

   나의 집>

•4.7 재보궐선거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동물권 정책 제안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여

•보호소 사칭 신종 펫숍 구제안 촉구 

   서명운동 및 피해사례 접수

•마린파크 폐쇄 및 돌고래 바다쉼터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1 카라x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협약

•남양주 개농장 급습 및 긴급 구조

•불법 개농장 방조 및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고발 기자회견

•“광명시 불법 개도살자 정식재판을 

   요구한다!” 시민탄원 제출

•살처분 제도 개선 촉구 및 살처분 

   희생 동물을 위한 추모 기도회 참여

•노령견 가정 위탁 프로젝트 

   <늦어도 다시 한 번>

•제 17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부스 

   참여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3 

   <펫숍갈고냥? 입양할고냥?>

•더봄센터 더알찬 투어(6~12월)

•돌고래 바다쉼터 후보지 민관합동

   조사

•더봄센터 카라구조동물 추모식

•강남 애니멀호딩 피해 고양이 

   39마리 전원 구조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2020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사례집 발간

•<카라 동물권 더배움> 집중강좌 

   시리즈

•킁킁도서관 뉴 시즌 “킁킁리더 모집, 

   킁킁전자도서관 오픈!”

•우유 대신 두유 캠페인 <우유/두유 

   소비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참여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방류 촉구 공동기자회견

•제4회 오구데이 “품종 대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남양주 개물림 사고 관련 언론 대응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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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s

•카라 신규회원과의 온라인 만남 

   <카라와 더불어 첫걸음>

•고양시 용두동 불법 개도살장 급습    

   및 33마리 구조

•의정부시 신곡동 불법 개도살장 급습 

   및 16마리 구조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 촉구 연대집회

•복날 대집회 및 기자회견 “개식용을 

   종식하라!”

•개식용 반대 애니메이션 ≪모든 개는 

   반려동물, 식용견은 없다≫ 제작

•<카라 동물권 더배움> 주제강좌 

   시리즈 ‘동물학대와 미디어’

•죄 없는 무기징역, <철창 속 사육곰 

   해방 프로젝트> 선포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협력지역 현장조사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자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촉구 액션

•결연 만남의 날 

   <보고 싶었어, 널 보러 갈게>

•10대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틴카라’ 프로그램 <작지만 확실한 

   우리의 행동>

•시민참여 미디어 감시 액션

    <언제나 동물영상 모니터링>

•공공 동물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참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내 반려가구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월계동/

   사당동) 길고양이 집중 TNR

•서울 강서구/강남구, 포항 등 고양이 

   학대사건 대응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시민 

   영상 공모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4 

   <뜬장에서 집으로>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비경쟁 

   출품 공모

•국내 첫 동물권 자료 아카이브 

   ‘카라 아카이브’ 리뉴얼

•킁킁 북토크 

   <순종 개, 품종 고양이가 좋아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여

•화천 사육곰 구조를 위한 ‘카라X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연대체 발대식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여

•202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관계자 간담회

•왕대리 도살장 적발 및 피해동물 

   37마리 구조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장기후원회원을 위한 온라인 행사 

   <오후의 만남>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7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여

•진돗개 보호법령 개정 의견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달

•2021 서울시X카라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영상 제작

•카라X한국조폐공사 동물복지기념메달 

   ‘생동하는 닭’ 출시

•생명경시 조장하는 SBS ≪공생의 법칙≫ 

   방영 취소를 위한 시민액션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 만점 

    획득

18┃19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온라인 쟁점 

   포럼 <인간 너머의 동물 윤리학>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온라인 

   스페셜 토크 <영화감독과 동물>

•서울시 도시정비구역(문정동) 

   길고양이 집중 TNR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5 

   <양보의 아이콘: 이제는 내 차례>

•해피빈 모금함 “사육곰을 철창에서 

   생츄어리로!” 개시

•2021 고양이 입양가족의 날 

   <냥스 패밀리데이>

•카라X한국조폐공사 동물복지기념

   메달 제작 회의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다른 관계 부처 이행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 결연 만남의 날 

   <나의 결연 동물과 조금 더 가까이>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재판부 

   엄중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공판 참여

•범죄학 전문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는 고어전문방 사건

•<2021 작은공론장> “반려동물 

   매매금지, 당신의 선택은?” 찬반토

   론 참여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을

   까요?≫ 미디어X동물권 애니메이션    

   제작

•온앤오프 입양파티 시즌6 

   <양보의 아이콘: 이제는 내 차례>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장위동) 

   길고양이 집중  TNR

•활동가 심리 치유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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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15가지의 변화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회원

한국가이드스타	최우수	법인	선정

2019 20192020 20202021 2021

동물권행동	카라	팔로워

1.	카라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2.	2020년,	2021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최우수	법인	선정

3.	SNS	및	영상콘텐츠	활용과	시민들의	동물권	이해	확장

시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 큰 연대체를 이루다

10,139명

166,367명

205,196명 210,511명

11,771명

13,7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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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고속도로	suv	차량	학대	사건

2021	주요	동물학대	사건	강력처벌	탄원

시민	참여자	수	

두산	아파트	흰둥이	사건	

강남구	고양이	학대	사건

중랑구	캣맘	폭행	사건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	활동대장	이	모씨

4.	개	도살장	및	경매장	폐쇄	단행

5.	동물권의	사각지대	드러내기

6.	수만	명의	시민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응

동물권 법제 강화를 추동하다

6,522 명

16,976 명

5,592 명

14,804 명

10,74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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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15가지의 변화

7.	구조된	동물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카라	더봄센터

8.	더봄센터에서	평생	가족의	곁으로

9.	73마리의	개들에게	새	세상을!	달봉이네	사설보호소	자립	지원

10.	길	위의	생명과의	공존!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선두주자

외면당한 동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다



22┃23

11.	동물권을	공교육으로!	교내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12.	지식	기반	동물권	활동의	중심,	킁킁도서관의	확장

13.	인간	중심의	사유를	돌아보다!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동물권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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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15가지의 변화

14.	평생을	철창에	갇혀	산	곰에게	해방을!	민간	생츄어리	건립	추진

15.	고기	아닌	생명,	생동하는	닭!	동물복지기념메달	출시	

농장동물에게 자유를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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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목록

2021-03-31 / 보고서

1년에 걸친 경기도 900여 곳 개농장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

2021-05-18 / 자료집

서울시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살리기 위한 2020년 활동의 사례집

2021-11-01 / 자료집

촬영 현장에서 동물 배우를 보호하기 위한 

소책자

동물생산업체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서울시 도시정비구역동물보호 

활동 사례집

동물 촬영 현장용 핸드북: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서	답을	찾다!	

화성지역	시민	토론회

「동물생산업체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례집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공	동물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동물	촬영	현장용	핸드북: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021	작은	공론장>	반려동물	매매금지,	

당신의	선택은?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국회토론회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토론회

발	간	자	료 발	행	일	 분	류

2021-01-19

2021-03-31

2021-05-12

2021-05-18

2021-06-11

2021-08-01

2021-09-02

2021-11-01

2021-11-27

2021-12-15

2021-12-16

자료집

보고서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자료집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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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목록

논평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공동성명

성명

성명

성명

논평

공동성명

공동성명

공동성명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논평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01-22

2021-01-06

2021-02-01

2021-02-09

2021-02-09

2021-02-10

2021-02-15

2021-02-17

2021-02-19

2021-03-09

2021-03-12

2021-03-15

2021-03-22

2021-05-17

2021-05-25

2021-05-26

2021-06-04

2021-06-04

2021-06-09

2021-06-10

2021-06-22

2021-07-08

2021-07-08

2021-07-09

2021-07-09

해앙수산부의 수족관 돌고래 체험금지 결단 환영한다

백색목록 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

화성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마을을 예찰지역으로 즉각 전환하라!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 중단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정부는 묻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하라!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산안마을 닭 ‘형평성’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명경시 농식품부 각성하고 백신 도입으로 닭들 살려내라

무능하고 파렴치한 국가의 동물살해를 성토한다!

시대착오적 대형 동물감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무산을 환영한다

시대요구인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 위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가야

환경부의 책임있는 곰 보호시설 추진과 남은 사육곰에 대한 대책과 계획 마련 요구한다!

울산 남구청은 감금 돌고래 즉각 방류하라

죽임을 넘어 살림의 시대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동물권행동 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첫 사례집 발간

동물권행동 카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작한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울산 돌고래 방류를 즉각 결단하라!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하라!

불법 개농장 방조하고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규탄한다

카라, 불법 개농장 방조하고 동물보호의무 방기한 남양주시 고발 기자회견 개최

개식용 금지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정부는 사육곰 불법 번식 강력히 처벌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카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주 예정 반려가구 대상으로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불법 개 도살 현장 또 발각… 아무런 제재없이 어떤 개든 암거래 되다 도살돼

조속한 개식용 종식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성명

보도자료

성명

성명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논평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명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문

성명

논평

보도자료

성명

논평

보도자료

성명

보도자료

2021-07-09

2021-07-16

2021-07-21

2021-09-03

2021-09-28

2021-09-28

2021-10-01

2021-10-03

2021-10-06

2021-10-18

2021-10-21

2021-11-01

2021-11-01

2021-11-12

2021-11-16

2021-11-23

2021-11-25

2021-11-25

2021-11-25

2021-11-26

2021-12-06

2021-12-06

2021-12-08

2021-12-23

그들도, 우리도 원하는 개식용 종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연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한다

‘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요구 국민청원’ 형식적인 청와대 답변으로는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지시” 환영한다!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 환영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동물학대 범죄자에 검찰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세계 농장동물의 날 맞아 ‘우리도 생명이에요’ 영상 시리즈 공개 및 서명 캠페인 페이지 리뉴얼

인간 중심의 세상에 동물들이 던지는 질문,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10월 23일 개막

국정감사에서 ‘동물실험’으로 동물학대한 윤준병 의원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제 4회 카라동물영화제 극장 상영 전석 매진, 온라인 상역작 관람은 23일부터

윤석열 후보, “식용개 따로 있고, 개식용 학대 아냐” 망언,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 “식용개 따로 있다” 망언, 강력 규탄한다!

고어전문방 선고 결과 기자회견-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 정부는 해양생태계와 인권 보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해 WTO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약속을 이행하라

수십 년간 위법행위로 부당이득 취하고도 국민 이용해 더 많은 이익 요구하는 파렴치 집단 

“대한육견협회”를 규탄한다!

위법행위에 부여해 온 ‘사회적 논의’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

개식용 종식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환경부는 말한 만큼이라도 움직여 달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6년만의 개정,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 노력 필요

농장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발의

정읍시는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 재편성을 멈추고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라!

심각한 생명경시 조장하는 SBS ‘공생의 법칙’ 방영을 취소하라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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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87마리)

조 연두 파스닢 맥퀸 마리아 아메 세치 개리 비룡 튜나 겐조 보미 보검 메

이크 데릭 노먼 보라 린다 래곤 감자 가지 랑방 초파 보울 리즈 릴리 토미 

마스 보성 포리 제니 벤지 씽 행복 영아 뮤리 무늬 루뽀 시우 도담 맥스 며

니 뚜래 메리 소길이 보나 져미 도스 셔니 루피 새록이 쿠아 달록 우노 산

사 알록이 주스 우유 가람 해리 사랑 베스 리사 리타 마루 로이 제로 러쉬 

아폴론 가넷 알렉스 써니 펠리스 머드 대길 마커스 에밋 크리드 연아 애랑 

탄이 도도 보리 제나 에디 크리스틴 아톰

고양이(40마리)

은동 아가 사랑이 예지 유자 오호 윙크 아로 삐약 쁘이 공주 화랑 쥬다 크림 

짜장 라즈 그레이 쌩쌩 댕기 타리 랭이 달구 리코타 고다 브리 블리 데이지 

연이 동글이 청순 미두 파로 로제 두두 도도 산들 호두 햇살 비비 유코

개(80마리)

애니 메이 보니 주디 홉스 미니 소담 션 마틴 럭키 반달 오동 헤라 워커 삽

살 풍순 올리 완염 소룡이 바비 엠마 매튜 톰 덕구 샘 유니 술이 모찌 설기 

영태 베베 니콜 가바나 포도 디올 끌로에 소금 고수 로라 오드리 진저 콜

라 순철 성현 성윤 성희 성하 콩이 영웅 열이 달리 무디 투투 안나 뽕송 코

디 뽀리 존 햅번 라이카 태니 완소 불가리 성빈 호프 비키 호수 슈만 티티 

롤리 뽀강 세이디 오토 하울 겨울이 에릭 로네 초 주세페 베르디

가족을	만난	동물들

국내입양 해외입양

개 87마리 개 80마리

고양이 4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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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들개’ 구조(13마리)

비지 설기 시루 모찌 술이 성소 성희 성하 성빈 성윤 달비 해별

위기동물(포획 지원, 학대 구조 등)(70마리)

신복 래곤 린다 비룡 오호 몽실(파니) 코점 윙크 하니 조아 광주유기견4마

리 화성고양이 구리고양이 망원옥상고양이 리사 제니 로제 진숙 하늘 구

슬 유코 세나 폴리 에스 케이 칠호 망원 미야 양평떠돌이견 복덩이1 복덩

이2 필립 샴고양이 샤인 창천 온수역하수구고양이2 파로 마포길고양이 

보리 탄이 목이 싸리 표고 다리 바다 호두 은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 해왕 밤비 릿지 홍삼 비비 페르시안고양이 샌디 챠오 수아 당당 

삼이 족제비

달봉이네 구조(70마리)

진저 태니 샘 올리 커몬 베베 벨리 펄 노바 제라 철수 뽀카 뽀양 뽀송 뽀리 

뽀롱 뽀강 보꾸 치치 앨리스 만두 로티 모네 델리 데니스 하니 위고 젤리 

블루 도비 루나 밍키 알버스 해리 지니 초 포이 론 미슬 시아 서리 리츠 하

이 리즈 모스 테일 찰리 링크 로지 스텔라 베어 닐리 버디 터커 퐁고 페니 

쿠퍼 세이디 몰리 리스본 덴버 로마 인디아 리오 하바나 히누 시드니 런던 

하퍼 다래

애니멀호딩 구조(100마리)

보라 보성 대검 보미 보석 보울 사랑 행복 보나 도담 가람 하울 소니 덕구 

코디 시우 루비 맥스 소길 제니 포리 벤지 유니 무늬 뮤리 대길 토미 해리 

코나 미키 도또 하양 루피 마루 콩이 줄리 줄리새끼3 메리 메리새끼2 산

사 산사새끼5 돌리 돌리새끼5 A-1 A-2 A-3 네네 타리 미두 페르 도도 랭

이 달구 딸기 쌩쌩 삐약 댕기 크림 아리 연이 쁜이 먼로 쥬다 레미 솔레 청

순 화랑 동글 별리 삼색 케이 부앙 짜장 재키 공주 까망 동동 그레이 두두 

아로 니아 라즈 리코타 고다 브리 라온 제나 람보 릴리 래미 로리

구조된	동물들

‘들개’ 구조 13마리 애니멀호딩 구조 100마리

위기동물 70마리

달봉이네 구조 7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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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장/개농장 구조(159마리)

죠니 에단 로빈 카일 D-5 어푸 D-7 유진 밀라 스톰 열이 탈리 호프 소라 호걸 영웅 영웅새끼5 파커 호수 볼튼 쨍이 홍차 허쉬 강록 이티 조단 일도 행크 

애비 사라 오드리 안나 D-32 영태 D-34 라벤더(미니피그) 데인 라운드 빅 조 리치 토마 이이 라이 언더 앤디 초코 코코 코지 코난 코타 마이티 누아 피

터 리브 월시 브렛 빅디 레드 마튼 무디 디디 케이트 비고 라이카 미란다 렙번 오토 모모 리버 리버새끼6 바크 구디 코너 월 신도 도신 단추 듀크 바론 헤

이 베니 앤소니 콜린 탄이 그렉 원더 제시카 원디 민들레 오스틴 비니 비키 주디 로네 설희 써니 랄라 하초 청하 라라 헨델 바흐 랄프 프란츠 볼프강 요제

프 주세페 베르디 슈만 말러 요한 모리스 리스트 에릭 사티 하임 누센 피에르 불레즈 엘가 얀톤 윌리엄 베른 올리버 모턴 죠지 쇼팽 브람스 아놀드 카를

로 드뷔시 태양이 달이 산이 강이 청이 홍이 달이새끼3 욱이 블랑 롤리 롤리새끼7 랙스 랙스새끼3

도살장/개농장 구조 15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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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투명성과 책무성

동물권행동 카라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아

연간 활동을 실행하며 보고하며,

연 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검증합니다.

카라는 정부 승인 동물보호 사단법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카라의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국가이드스타’의	2021년	공익법인	평가	결과

투명성과	책무성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투명성 책무성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총	수입

5,734,600,128	원

총	지출	

4,667,576,253	원

지 출  내 역

수 입  내 역

수 입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사업수입

수익사업수입

기타수입

총 합

금 액(원)

3,400,734,867

1,535,551,168

161,033,017

366,372,038

268,220,940

2,688,098

5,734,600,128

비 율(%)

59.3

26.8

2.8

6.4

4.7

0.0

100

지 출

운영비

사업비

수익사업비

기타

총 합

금 액(원)

723,957,433

3,593,214,491

290,619,805

59,784,524

4,667,576,253

비 율(%)

15.5

77.0

6.2

1.3

100

사 업 비  세 부  내 역

지 출

동물돌봄사업

입양사업

정책사업

교육아카이브사업

회원모금사업

더봄센터운영사업

홍보사업

직접사업인건비

금 액(원)

448,223,640

329,003,202

582,917,221

83,571,128

404,877,227

140,903,661

98,110,527

1,505,607,885

비 율(%)

12.5

9.2

16.2

2.3

11.3

3.9

2.7

41.9

주 요  사 업

센터 및 위탁 동물돌봄 관리 등

국내·해외 입양 및 입양센터 운영 등

동물권 증진 캠페인, 개식용 철폐, 

동물구조 활동, 사설보호소 지원 등

동물권 교육, 동물 전문 도서관 운영 등

회원관리, 모금 캠페인, 시민참여 지원 등

더봄센터 관리, 동물결연 후원 관리 등

홍보 기획, 브랜드 디자인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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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금 

      대손충당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2) 재고자산 

      상품 

      약품등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수익사업출자금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의료장비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감가상각누계액 

(3)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자 산 총 계 

1,516,671,779

1,490,811,351

1,348,418,169

76,864,392

(27,705,312)

89,627,049

720,623

2,886,430

25,860,428

2,631,945

23,228,483

7,146,036,682

285,469,104

285,469,104

6,820,167,578

560,896,440

6,494,497,063

(591,121,534)

409,298,693

(150,030,349)

32,865,723

(32,865,723)

101,065,230

(91,830,987)

196,120,116

(170,230,544)

98,536,900

(37,033,450)

40,400,000

40,400,000

8,662,708,461

1,393,277,307

1,393,277,307

1,256,885,606

64,764,392

(15,605,312)

86,511,998

720,623

-

-

-

-

7,024,921,099

285,469,104

285,469,104

6,699,051,995

560,896,440

6,494,497,063

(591,121,534)

232,325,613

(85,257,200)

32,865,723

(32,865,723)

88,626,140

(79,391,897)

20,934,000

(3,960,080)

98,536,900

(37,033,450)

40,400,000

40,400,000

8,418,198,406

123,394,472

97,534,044

91,532,563

12,100,000

(12,100,000)

3,115,051

-

2,886,430

25,860,428

2,631,945

23,228,483

121,115,583

-

-

121,115,583

-

-

-

176,973,080

(64,773,149)

-

-

12,439,090

(12,439,090)

175,186,116

(166,270,464)

-

-

-

-

244,510,055

과 목
당 기

통 합 공 익 목 적 사 업 기 타 사 업

자 산

조직 운영

재정보고



제 1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당 기

통 합 공 익 목 적 사 업 기 타 사 업

Ⅰ.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포획틀·교구보증금 

부 채 총 계

2,165,655,820

535,172

366,508,539

16,510,124

62,124,282

1,710,000,000

7,465,459

1,312,244

1,200,000

2,165,655,820

2,056,167,550

-

327,899,444

15,446,444

-

1,710,000,000

309,418

1,312,244

1,200,000

2,056,167,550

109,488,270

535,172

38,609,095

1,063,680

62,124,282

-

7,156,041

-

-

109,488,270

부 채

Ⅰ. 기본순자산 

      기본재산 

      수익사업출연금 

Ⅱ. 보통순자산 

      미처분이익잉여금 

순 자 산 총 계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328,389,056

42,919,952

285,469,104

6,168,663,585

6,168,663,585

6,497,052,641

8,662,708,461

42,919,952

42,919,952

-

6,319,110,904

6,319,110,904

6,362,030,856

8,418,198,406

285,469,104

-

285,469,104

(150,447,319)

(150,447,319)

135,021,785

244,510,055

순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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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재정보고

Ⅰ. 사업수익

(1)기부금수익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2)사업수입

     교육수입

     정책수입

     기타수입

(3)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4)기타사업수입

     상품매출

     약품매출

     기타진료수익

Ⅱ. 사업비용

(1)사업수행비용

     1.인력비용

     2.시설비용

     3.기타비용

(2)일반관리비용

     1.인력비용

     2.시설비용

     3.기타비용

(3)모금비용

     1.인력비용

     2.시설비용

     3.기타비용

(4)기타사업비용

     1.인력비용

     2.시설비용

     3.기타비용

5,731,912,030 

5,097,319,052 

3,400,734,867 

1,535,551,168 

161,033,017 

148,479,052 

12,182,620 

7,958,040 

101,111,029 

217,892,986 

217,892,986 

268,220,940 

28,288,676 

63,315,562 

176,616,702 

4,601,441,579 

3,530,144,853 

1,659,087,786 

10,652,598 

1,860,404,469 

723,957,433 

341,395,617 

227,200,436 

155,361,380 

63,069,638 

0 

0 

63,069,638 

284,269,655 

89,343,265 

17,830,845 

177,095,545 

5,463,691,090 

5,097,319,052 

3,400,734,867 

1,535,551,168 

161,033,017 

148,479,052 

12,182,620 

7,958,040 

101,111,029 

217,892,986 

217,892,986 

0 

0 

0 

0 

4,317,171,924 

3,530,144,853 

1,659,087,786 

10,652,598 

1,860,404,469 

723,957,433 

341,395,617 

227,200,436 

155,361,380 

63,069,638 

0 

0 

63,069,638 

0 

0 

0 

0 

268,220,940 

0 

0 

0 

0 

0 

0 

0 

0 

0 

0 

268,220,940 

28,288,676 

63,315,562 

176,616,702 

284,269,655 

0 

0 

0 

0 

0 

0 

0 

0 

0 

0 

0 

0 

284,269,655 

89,343,265 

17,830,845 

177,095,545 

운영성과표

과 목
당 기

통 합 공 익 목 적 사 업 기 타 사 업



Ⅲ.사업이익(손실)

Ⅳ.사업외수익

1.이자수익

2.잡이익

Ⅴ.사업외비용

1.이자비용

2.잡손실

VI.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VII.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VIII.법인세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Ⅸ.법인세등

1.법인세등

Ⅹ.당기운영이익(손실)

1,130,470,451 

2,688,098 

1,138,954 

1,549,144 

59,784,524 

59,784,523 

1 

0 

0 

1,073,374,025 

6,350,150 

6,350,150 

1,067,023,875 

1,146,519,166 

2,098,369 

1,121,794 

976,575 

59,784,524 

59,784,523 

1 

0 

0 

1,088,833,011 

0 

0 

1,088,833,011 

(16,048,715)

589,729 

17,160 

572,569 

0 

0 

0 

0 

0 

(15,458,986)

6,350,150 

6,350,150 

(21,809,136)

감 사 의 견

본인은 2022년 2월 8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법인’)의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감사하였으며,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법인의 정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

감 사 최 호 윤

제 1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 기

통 합 공 익 목 적 사 업 기 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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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목요일마다 카라 아름품에서 봉사한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

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구조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생

명을 돌보기란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카라에

서 일하는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어요. 매일 청소하고 밥을 주고 산책

하고 잠자리를 만들어주죠. 무척이나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예기치 못

한 어느 순간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축되어 있던 동물이 용기를 

내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곁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노력은 더딜지라도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

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노력에서 시작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기 괜찮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무수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활동가분들

께 존경을 표합니다.”

“21년도에도 각종 가슴아픈 현장에서, 그리고 센터에서 힘써주신 모

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구조된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과 입양소식을 상세히 올려주시는 건 후원자로서 가장 감

사한 선물입니다. 나의 후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

으로 닿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체력 뿐 아니라 많은 

감정이 소모되는 일임을 알기에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이 나올 수 밖

에 없습니다. 입양가능성이 희박한 아이들의 소식도 소외된 적 없이 

꼼꼼히 올라올 때마다, 우리 활동가분들의 진심이 느껴져 제가 뭐라

고 자부심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큰 걸

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김 이 나 작사가

카라	더봄센터	건립	추진위원장

후원자

김 지 수 
일러스트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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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를 만난 건 저에겐 너무나 큰 행복이였습니다. 카라의 도움으로 

북서울 꿈의 숲에 정식 급식소도 설치할 수 있었고, 유기묘 광복이 유

기 사건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

니다.

항상 어려운 동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카라 사랑합니다.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과 카라, 저에겐 네 개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개 도살장, 고어 

전문방,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그리고 화천 사육곰. 지난해도 우리 사

회는 결코 비인간동물들에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뜬장 속 개들

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의 고양이들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죠. 개농장에서 학대 받던 개는 사람을 해치고, 우리에게 근본적 질

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문 개는 죽어도 좋은가’. 한편 죽을 날만 기다

리던 화천 반달곰들에겐 더 나은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 늘 카라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라는 이름 그대로, 

동물권의 수호자로서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

다. 시민이자 후원자, 기자로서 현장에서 활동가들을 만날 때 언제나 든

든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감동 받고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2022년에도 지치지 않고 전진할 거라 믿습니다.”

파트너 언론인

김 지 숙 
한겨레 애니멀피플 기자

케어테이커

강 승 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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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활동가



대표

사무국  

교육아카이브팀  

정책기획팀   

정책행동팀  

캠페인 전략팀  

회원모금팀  

더봄센터 실장 

더봄운영지원팀

동물복지팀 

카라 동물병원

전진경

소연주 / 김수진 / 고경아

간현임 / 김명혜 / 권나미 / 박선미 / 평화

신주운 / 고현선 / 조현정 / 최인수 / 최윤정 

최민경 / 김정아 / 남승민 / 박상욱 / 윤성모

김나연 / 이난수 / 장윤정 / 한소이

한희진 / 김계옥 / 송하림 / 하미정

김현지

박아름 / 김민영 / 김은정 / 신동윤

이현주 / 장효영 / 정예진 / 천유진 / 김민수 / 김수정 / 박승일 / 박철순 / 손소영 / 오정아 / 

이미나 / 이선영 / 임선미 / 주예솔 / 최윤정

유화욱 / 김현정 / 신소림 / 최소혁 / 박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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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권 미 경

박 지 영

박 승 호

서 국 화

서 정 주

유 창 복

황 지 나

임 순 례

최 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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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현 CJ ENM), 월트디즈니코리아에서 국내외 영화 마케팅 업무

현) 스튜디오엔 대표

카라더봄센터 건립 추진위원 (2019~)

현)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KRX국민행복재단 이사

현)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현) 비영리재단법인 기지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정교수 (2002.9~2019.6)

디자인융복합학회 회장 (2014.1~2018.12)

현)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현)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대표

현) 버려진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운영진

현) 경기도 수의사회 동물복지 분과위원

현) 한국동물병원 협회 인증 반려동물예절강사

현)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2.9~2015.11)

한국지엠 부사장(홍보부문) 정년퇴직 (2020.9)

현) 사단법인 WIN 회장

HSBC은행 부대표 (2005.7~2011.9)

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영화 감독

(현)비영리 전문 회계법인 “더함” 대표

(현)(사)한국사랑의집짓기연합회 외 다수 NGO 고문

(현)비영리 단체 내부감사(현) | (재)아름다운가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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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정직하게

       동물권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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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제휴 문의

info@ekara.org 

02-6383-0999 (회원모금팀)

후원전용 계좌

예금주: (사) 동물권행동 카라

•우 리 은 행  1005-001-646488

•국 민 은 행  043937-04-003118

•기 업 은 행  025-075183-04-011

•농협중앙회  301-0052-10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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