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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면서 직접 키우진 않아도 사진, 동영상 등을 지켜보며 심리적 위안과 만족감

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신조어 ‘랜선집사’, ‘뷰니멀족’ 등도 등장했다. 이를 반

영하듯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 동물이 주인공인 콘텐츠가 증가 추세고, 특정 동물이 스타덤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 시청률과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특성상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동물이 소품처럼 소모되곤 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유튜브 동물영상 400여개 모니터링, 시민과 미디어계 종

사자 2천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미국 인도주의 협회(AHA)의 촬영된 미디어물에서의 동

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 연구를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했다. 그리고 오는 31일(토) 오후 5시 30분 

온라인 포럼으로 첫 공개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의 권나미 활동가가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작을 마친 가이드라인을 발

표하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가 미디어 동물학대 사례와 처벌, 동물보호법의 한계

를 소개한다. 

○ 이어서, 임순례 영화감독 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의 사회로 구정아 영화 프로듀서, 설채현 수의사, 

인기 유튜버 이삼 집사의 참여로 토론을 진행한다. 뉴미디어, 영화계부터 수의학,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0월 27일(화)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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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 집사 모여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온라인 

포럼에서 첫 공개

- 영상 속 동물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행복할까? 31일(토) 동물권행동 카라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 임순례 영화감독, 설채현 수의사, 유튜버 이삼 등 참여, 미디어의 동물 
활용에 대해 토론하는 온라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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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의 성장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동물 출연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영상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 댓글을 달며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자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온라인 포럼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재 동물

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를 통해 접수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본 포럼은 서울시에서 후원한다.

○ 한편, 이번 온라인 포럼은 29일(목)부터 시작하는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의 일환이다.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screen.purplay.co.kr/kaff2020)을 통해 언택트로 진행되며 동물권을 다룬 11개국의 21편의 영화

가 펼쳐진다. 11월 4일(수)까지 일주일동안 개최되고, 단편묶음 3000원, 장편 5000원 결제 후 12시간 안

에 자유롭게 관람하면 된다. 

붙임 1. 온라인 포럼 상세 정보

붙임 2. 온라인포럼 관련 이미지(공식 포스터 및 참여자 프로필)

붙임 1. 온라인 포럼 상세 정보

■ 개요
행사 이름 일시 장소 게스트

포럼2. 어떠한 동물도 해

를 입지 않았습니다 : 동

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

라인

2020년 

10월 31일 

(토) 17:30

화상 

채팅 

플랫폼 

Zoom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 구정화 영화 프로듀서 

･ 설채현 수의사

･ 이삼 ‘22똥괭이네’ 유튜버

･ 권나미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포럼1. 인류세, 인간중심 

사유를 해체하기

2020년 

10월 30일 

(금) 19:00

화상 

채팅 

플랫폼 

Zoom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생명다앙성재단 대표

･ 강철 서울시립대 객원교수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황미요조 평론가

･ 최유미 수유너머104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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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온라인 포럼 관련 이미지(공식 포스터 및 참여자 프로필)

 ■ 온라인 포럼: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공식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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