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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ekara.org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모든 생명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고통 받는 동물들의 곁에 오늘도 카라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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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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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미션

VISION

MISSION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향한다.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CI

생명권을 지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치열하고 격렬한 움직임, 사선의 형태와 주먹을
쥔 듯 꺾인 획에서 강인한 의지가 드러납니다.동물권행동 카라의 적극적인 행동력과
주체성을 드러냈습니다.

LOGOTYPE
국문 Type A

LOGOTYPE
영문

LOGOTYPE
국문 Type B

카라 더불어숨센터

카라 더봄센터

카라 더불어숨센터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바른 정책과

구조와 돌봄, 입양의 선순환을 확장시켜 나가는 종합 반려동물

제도를 마련하는 연구, 위기동물 구호와 지원 등의 캠페인 허브로서

보호센터입니다. 번식장, 개농장, 애니멀호딩 등 학대와

세워졌습니다. 교육과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죽음으로부터 구조한 동물들의 보금자리이며, 약 200여 마리

인프라를 만들고 확장해 가는 큰 도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입양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 입양센터 아름품 02-6381-0999

동물 번식업과 판매업에 강력하게 맞서는 캠페인 기지로서

• 생명공감 킁킁도서관 02-6382-0999

한국 동물보호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02-3482-099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409 | 031-959-8600

카라의 활동가들은 동물권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구성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회
이사회
대표
사무국
국장
회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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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금팀

더봄센터
아름품

도서관

캠페인
전략팀

교육·
아카이브팀

더봄센터
운영지원팀

실장

카라병원

입양팀

돌봄팀

변화를 이끌어 온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변화를 이끌 20년을 바라봅니다.

연혁
2002

●

아름품 창립

2006

●

개농장사육실태 필드조사 발표

2010

●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기

2011

●

광화문학대견 소망이 구조

2013

●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제기

2018

●

태평동 개 도살장 구조
동물권행동 카라 단체명 변경
2019

●

●

더불어숨센터 개관

카라 동물권 아카이브 오픈
2020

●

●

TNR지원사업
2016

●

2017

●

미디어X동물권 프로젝트

공장대신농장을 캠페인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개식용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입법활동
고통없는 식탁 캠페인

카라 더봄센터 개관
동물권 학습지도안 개발

불법 번식/경매장 실태고발 및 구조
2015

구포 개시장 철폐 지원 및 구조
착한여행 프로젝트

체험동물원 쥬쥬동물원 반대 캠페인
2014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 개최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2021

●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위 발족
산안마을 살처분 대응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의정부/여주 개도살장 폐쇄 및 구조
고어전문방 학대사건 대응

투명경영

카라는 동물단체 중 유일하게 2020·2021 연속으로 투명성 및 책무성·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한국가이드스타 2015·2017·2020·2021)

카라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정부 승인 동물보호 사단법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후원금 현황과 사용내역은 매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아 연간 활동을 실행하며 보고합니다.

연 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검증합니다.

주요 활동영역
법·정책 연구 및 제안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입법·행정·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추동합니다.
사설보호소, 애니멀호딩, 신종펫숍, 진돗개 보존제도,
소위 들개 등 사각지대 이슈를 사회에 환기시키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여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동물권을헌법에 #동물보호법강화 #개헌동동
#나는동물권에투표한다

개식용철폐
한국 반려동물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캠페인, 법·제도 개선으로 시민들과
연대하며 완전 종식에 다가갑니다.
#이제는개식용종식으로 #식용견은없다
#죽음의유통망을끊어라 #모든개는반려동물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주요 활동영역
동물학대 대응
카라는 학대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정부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강력처벌 #고어전문방고발

위기동물 구조〮구호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구조하고 시민들이
구조한 동물의 치료와 입양을 지원합니다. 사설보호소
견사보수 및 봉사, 중성화수술 지원 등을 함께합니다.
#시민구조치료지원 #카라봉사대
#달봉이네보호소프로젝트 #나눔정원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주요 활동영역
미디어/문화활동
동물영화제·전시회·인문사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 확장의 장을 마련합니다.
#카라동물영화제 #서울동물영화제 #미디어X동물
#동물출연미디어가이드라인
#미디어_속_동물권

동물권교육/아카이빙
생명감수성, 공감능력, 책임감을 키우는 동물권교육을
위해 교안 개발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며, 동물권
자료와 기록을 보관하고 공유합니다.
#더배움 #틴카라 #동물권학습지도안 #카라에듀
#카라아카이브 #킁킁도서관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주요 활동영역
농장동물 권리옹호
베터리케이지, 돼지 스톨과 같은 잔인한 공장식축산
시스템을 철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축산 정착을 통한
농장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공장대신농장을 #고기아닌생명 #우리도생명이에요
#공장식축산철폐 #고통없는식탁 #팜생츄어리

전시야생동물 권리옹호
야생동물들도 타고난 본연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님을 사회에 알립니다.
#사육곰FREE #사육곰해방프로젝트
#동물은인간의오락도구가아니다
#착한여행프로젝트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주요 활동영역
구조동물 보호〮입양
카라가 구조한 동물은 살처분의 위험 없이 청결한
환경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평생가족을 찾게
됩니다. 입양가족과 입양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통해 행복한 반려생활을 지원합니다.
구조와 돌봄, 입양의 선순환을 확장시켜나가는 종합
반려동물 보호센터 카라더봄센터를 건립하여 한국
동물보호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입양ON펫숍OFF #모든개는반려견
#사지말고입양하세요 #입양센터아름품
#카라더봄센터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카라는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후원자의 지지 덕분에

후원

구조·정책·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일시후원

결연후원

Paypal

카라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시기와 관계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으로 하는 입양, 결연후원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약정된 금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동물들을 위해

특정 동물과 결연을 맺고

Paypal을 이용하여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의 힘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달 받으며

카라에 정기 및 일시 후원이

오직 시민회원들의 응원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가능합니다.

연대입니다.

후원방식입니다.

기업후원

팬클럽후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응원하는 스타의 기념일을 축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과

동물들을 위해 후원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동물권증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후원전용계좌 | 예금주: (사)동물권행동 카라
우리은행 1005-001-646488

기업은행 025-075183-04-001

국민은행 043937-04-003118

농협중앙회 301-0052-1096-81

후원·제휴 문의
info@ekara.org / 02-6383-0999 (회원모금팀)

기업 및 단체후원

1. 후원문의
1. 홈페이지 기업후원 신청
2. 이메일 문의 info@ekara.org
2. 전화문의 02-3482-0999

4. 파트너십 체결
필요에 따라
사전/사후 협약 진행

기금후원, 현물후원, 봉사활동, 임직원 기부, 판매수익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위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담당자 상담

3. 후원방식 제안 및 논의

담당자 확인 후

원하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개별응대

적절한 후원방식안내 및 검토

5. 사업 진행

6. 결과 평가 및 후기

사업 진행

홈페이지 및 SNS
기업후원 후기 게시

기준 2021년

숫자로 보는 카라
144

마리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조 후 치료받은 동물

217

마리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 간 동물

169

마리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207

마리

더봄센터에 입소한 동물

419

마리

개도살장, 개농장, 방치, 학대자로부터 구조한 동물

487

명

동물을 위한 물품 후원, 나눔정원 참여자

417

명

더봄센터, 달봉이네 보호소 등 봉사활동 참여자

1,973

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4회 카라동물영화제 관객

1,861

명

마음으로 하는 입양, 일대일 결연 후원자

718

명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시범교육 참여 교사 및 학생

3,589

명

2021 카라 정기후원 회원 신규 가입자

239,875
카라 소셜 미디어 팔로워

명

7,148

권

동물전문 킁킁도서관 온/오프라인 보유 도서

21,916

kg

사설보호소 36곳 지원 물품

13,255

건

카라 동물병원 진료 건수

100,179,500

원

시민구조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위기동물 치료비

1,803

회

카라의 동물권 활동 언론 보도

5,593

회

동물권행동 카라 2021 전화상담 건수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동물권을 정직하게 세웁니다

ekar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