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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어웨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수 언론사를 통하여 동물복지 홍보, 교육, 및 보도에 참여 (발췌 기사) 


날짜 언론사 제목

2017-03-20 데일리벳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창립…동물복지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에 중점

2017-03-20 한겨레 “철창 갇힌 동물들 보며 한마리라도 구해주겠다 다짐”

2017-03-27 팸타임스 동물권리·복지 위한 비영리단체 '어웨어' 창립

2017-04-13 뉴스1 어웨어 "실험동물지킴이법안들 환영…원안 통과돼야"

2017-05-20 한겨레 동물에게도 몸을 숨길 권리를 허하라(기고문) 

2017-05-24 세계일보 동물복지 규정 업계 반발에 축소 - 동물 빠진 ‘동물원법’

2017-05-30 뉴스1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돌고래쇼장 건립 철회하라”

2017-05-30 한국일보 “부산 돌고래 쇼장 건립 철회하라”

2017-06-06 헤럴드경제 1m 개목줄 안에 세상 - 진돗개 '지은이'는 왜 방치됐을까?

2017-06-07 뉴스1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실험동물 복지개선 토론회

2017-06-07 한국일보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실에 갇힌 동물도 가족”

2017-06-08 데일리벳 실험동물복지개선 국회 토론회 6월 15일 개최，기동민 의원·어웨어 공동주최

2017-06-15 뉴스1 "하루 평균 8000마리 실험실 동물들 처우개선 필요해"

2017-06-15 한국일보 “실험동물을 입양 보내는 제도 만드는 게 시급”

2017-06-15 연합뉴스 "실험용 반려 동물 새 삶 위해 제도 정비해야"

2017-06-15 약사공론 기동민 의원, 실험동물 복지 개선 논의 시작

2017-06-15 세계일보 [밀착취재] "멀쩡한 실험동물도 안락사… 내가 콜리를 입양한 이유"

2017-06-16 의학신문 실험동물 인도적 사후처리 제도 개선 시급

2017-06-16 데일리벳 1년에 희생되는 실험동물 287만 마리…그들에게 자유를 허하라

2017-06-17 뉴스1 [펫톡톡] 개 2마리 공격에 시민들 부상…비만 고양이 다이어트 도전기

2017-06-28 한국일보 [애니칼럼] 제주 곶자왈에 동물원 설립 논란 (기고문) 

2017-06-30 뉴스1 "국제적 동물복지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7-07-05 뉴스1 "바다쉼터 만들어 39마리 돌고래에게 자유를"

2017-07-05 광주드림 1m 목줄에 묶인, 도시 개들의 비극

2017-07-11 한국일보 제주개, 유기견 되지 않도록 분양 방식 바꾼다

2017-07-18 뉴스1 20년간 돌고래쇼' 금등·대포 자유 찾아 바다로

2017-07-18 한국일보 금등아 대포야 잘가! 제주 고향바다서 행복하게 살렴

2017-07-20 데일리벳 [獸포주의] `The Plague Dogs` 실험동물, 그 생명의 무게를 위하여

2017-07-22 한국일보 돌고래 태지를 위한 바다쉼터는 언제 생길까요

2017-07-25 펫찌 WHY NOT | ② 어웨어 이형주 대표 "왜 개만 가지고 그러느냐 묻는다면…"

2017-08-02 한국일보 [애니칼럼] 교감 아닌 학대의 온상이 된 체험 동물원 - 이형주(기고문)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20&py=1147&sx=320&sy=644&p=TNEKYwpySEZsssdTMcVssssssIK-010133&q=%BE%EE%BF%FE%BE%EE&ssc=tab.news.all&f=news&w=news&s=x09mG6B5h1yWfJ37MLVgqg==&time=1506381271720&a=nws*y.outtit&r=25&i=8813C2DC_000000000000000000006808&g=5284.0000006808&u=http%3A//www.famtimes.co.kr/n_news/news/view.html%3Fno%3D20170327121620268545601_9


2017-08-02 한국대학신문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 실험실

2017-08-09 한국일보 보호소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죽은 리트리버… 안타까움 이어져

2017-08-12 한국일보 “개, 안에서 키우는 게 학대” vs “밖에 놔두면 성격 나빠져”

2017-08-14 중부일보 야생동물 카페 성업… '위생·안전' 우려

2017-08-14 주간조선 실험실 동물의 비극

2017-08-15 한국일보 [고은경의 반려배려] 개는 개답게 키우라고?

2017-08-29 한국일보 너무 쉽게 시행되는 실험동물 안락사 막아주세요

2017-08-30 인사이트 "국내 동물실험 후 '안락사'되는 강아지를 살려주세요"

2017-09-01 노트펫 "실험동물 안락사 막아주세요" 서명운동

2017-09-07 뉴스1 인간의 탐욕에 갇혀 '커피콩 배설 기계'가 된 동물들

2017-09-10 오마이뉴스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오죽하면 이런 말을 - 이형주(기고문)

2017-09-11 뉴스1 개 물림 사고는 '인재'…"습성 무시해 키운 견주 탓"

2017-09-11 노트펫 "실험동물 안락사 막아주세요" 서명운동

2017-09-12 한국일보 “내 후원금을…” 동물사랑 등치는 사기 기승

2017-09-13 뉴스1 [버동수와 함께하는 동물보호 이야기] 비글들과 기분 좋은 만남

2017-09-14 뉴스1 인간의 보신위해 한 평생 '금속 재킷'에 갇힌 신세

2017-09-18 한국일보 [뒤끝뉴스] “다이지 돌고래 학살엔 우리도 책임”

2017-09-18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산책하는 부부 물어버린 대형견 4마리 주인의 근황

2017-09-18 뉴스1 "일본의 돌고래 사냥은 전통 아닌 돈벌이 수단"

2017-09-18 한겨례 동물보호단체 “일본 다이지 고래사냥 중단하라”

2017-09-20 한국일보 [애니칼럼] 맹견에 돌 던지는 사회, '푸들은 되고 진돗개는 안되고?'

2017-09-21 시선뉴스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안과 밖, 개는 어디서 기르는 게 좋을까?

2017-09-22 뉴스1 한 해 8400만 마리 밍크들, 산 채로 온몸이 찢긴다

2017-09-23 뉴스프리존 [동물사랑] 대한민국 복제를 위해 수백마리의 동물이 희생, 복제 산업의 문제점

2017-09-28 한겨레 애니멀 호딩 금지법' 나올까..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7-09-28 한국일보 기동민, 동물 과도사육.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금지법 발의

2017-10-02 파이낸셜뉴스 동물단체, 농림부 사료관리법 개정안 돼지·개농장에 확대 적용 요구

2017-10-02 신문고뉴스 개농장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하고 가금류만 개선?

2017-10-03 헤럴드경제 악마견' 비글?..순하고 고통 잘 참아 '철창' 신세

2017-10-09 인사이트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강아지 '레오'

2017-10-11 뉴스1 "서울시는 큰돌고래 '태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7-10-12 데일리벳 `박원순 서울시장은 태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 열려

2017-10-13 데일리벳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활동 개시‥15일 `국회 개헌자유발언대`...

날짜 언론사 제목



2017-10-15 뉴스1 국회에 울려 퍼진 동물들의 아우성.."헌법에 동물권 명시"

2017-10-16 오마이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왜 오리가 되었을까?

2017-10-18 인사이트 "귀엽다"며 수입되는 라쿤, 국내 '생태계 교란' 위험

2017-10-18 조선비즈 허술한 라쿤 수입 검역 과정 ..생태계 교란·감염병 위험

2017-10-18 그린포스트코리아 귀여운 외모의 '라쿤' 사람에 치명적, 병균보유

2017-10-18 환경일보 귀염둥이 '라쿤'… 사실은 생태계 파괴 주범

2017-10-18 메디컬투데이 동물카페 주로 키우는 '라쿤', 신흥전염병ㆍ생태계교란 우려

2017-10-19 오마이뉴스 폐업 동물원에 남겨진 동물들, '떠돌거나 죽거나'

2017-10-23 한겨레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2017-10-24 머니투데이 "우리 강아지 왜 물까"..답은 '주인'이 갖고 있다

2017-10-24 한국일보 한국판 '위험한 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7-10-25 한겨레 개의 공격성을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기고문) 

2017-10-25 뉴스1 허울 뿐인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불어넣다

2017-10-25 데일리벳 반쪽짜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될 수 있을까…

2017-10-25 세계일보 동물 빠진 동물원법' 개정안 발의

2017-10-26 데일리벳 어웨어，`실험동물 지킴이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캠페인 개최

2017-10-27 뉴스1 어웨어, '실험동물 지킴이법 통과' 촉구 서명 캠페인

2017-10-27 한국일보 [애니칼럼] 타일 위 사자는 흙바닥을 밟을 수 있을까

2017-10-27 파이낸셜뉴스 어웨어, '실험동물 지킴이법' 통과 촉구 서명캠페인 개최

2017-10-27 환경일보 어웨어 ‘실험동물 지킴이법’ 서명 캠페인

2017-10-28 서울신문 개물림 1000건..내게는 착한 개 네게는 나쁜 개

2017-10-30 한겨레 "동물과 야생, 그 자체가 목적인 동물원 됐으면"

2017-10-30 세계일보 [단독] 멋대로 키우다 버려지는 희귀 야생동물들

2017-10-31 허프포스트 재규어 ‘백일잔치' 과연 축하할 일인가(기고문)

2017-11-03 데일리벳 `반쪽짜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하자` 국회토론회

2017-11-06 한겨레 "제주 퍼시픽랜드 돌고래쇼 중단하라"

2017-11-07 중앙일보 동물 전시하는 식당 '라쿤 카페' 사람도 동물도 '위태'

2017-11-07 머니투데이 강아지 5마리 넘으면 버려라?..반려견 정책 '혼란'

2017-11-07 경향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야생동물 카페는 인간의 욕구 충족용"..라쿤...

2017-11-07 뉴스1 수상한 라쿤카페..야생동물·사람 모두 위험하다

2017-11-07 환경일보 위험천만 ‘라쿤’ 동물카페

2017-11-07 민주신문 동물들 사육·전시하는 ‘라쿤 카페’ 이대로 괜찮을까?

2017-11-07 한겨레 사람들은 귀엽다지만, '미쳐가는' 카페 라쿤들

날짜 언론사 제목



2017-11-07 메디컬투데이 이용득 의원, ‘동물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7-11-07 파이낸셜뉴스 어웨어 "라쿤카페, 다양한 위험성 노출..야생동물 전시 금지해야"

2017-11-07 데일리벳 `라쿤카페가 위험하다` 어웨어，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17-11-07 채널A [뉴스터치]불안한 '라쿤 카페' 外

2017-11-08 한겨레 반려견 사육 제한, 입마개..'동물을 위한 법'은 어디에?

2017-11-08 뉴스1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동물복지 향상 미비·통제장치 부재"

2017-11-08 데일리벳 `사람·동물 함께 행복한 동물원으로` 동물원법 개정 논의 본격화

2017-11-09 경남도민일보 경남 사설동물원 가봤더니 '부실·학대' 논란

2017-11-09 데일리안 외국인 놀라는 동물카페, 한국의 자랑일까

2017-11-09 한겨레 "라쿤 카페가 위험하다..일본 전철 밟지 말아야"

2017-11-09 인사이트 "라쿤카페가 위험하다"… 어웨어,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발간

2017-11-09 아시아경제 경기도 15kg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논란, 반려견문화 해치는 단순...

2017-11-09 한겨레 동물카페' 동물은 스트레스, 사람은 병 전염 우려

2017-11-14 한국일보 [고은경의 반려배려] 도사견과 수의대의 오묘한 상관관계

2017-11-16 오마이뉴스 요즘 핫한 웰론패딩, 구스보다 좋은 이유

2017-11-22 파이낸셜뉴스 동물단체 "새로운 헌법에 동물의 권리 담아야"

2017-11-22 데일리중앙 동물단체들 "새로운 헌법에는 동물의 권리 담아야"

2017-11-22 데일리벳 개헌동동，내년 개헌 앞두고 `헌법에 동물원 명시` 서명운동

2017-11-24 한국일보 실험동물, 무등록 생산시설서 공급 금지될 듯

2017-11-24 뉴스1 실험동물지킴이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7-11-25 데일리벳 `개농장으로부터 실험견 공급` 사건 없어질까‥개정안 법안심사소위...

2017-11-25 데일리벳 [논평] `실험동물지킴이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어웨어

2017-11-27 환경일보 실험동물지킴이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2017-12-01 뉴스1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됐지만.."교육기관 미적용, 반쪽짜리"

2017-12-02 데일리벳 실험동물지킴이법 나머지 절반도 통과 `실험 후 일반인 분양 가능`

2017-12-05 한겨레 서울대 수의대, 일반 개농장에서 실험견 구매했다

2017-12-05 한국일보 [애니북스토리] "살고 싶었다" 자신을 겨눈 총구를 부여 잡은 라쿤

2017-12-14 메디컬투데이 동물 물려 죽도록 방치한 동물카페…"운영자체 금지해야"

2017-12-14 연합뉴스 야생동물카페서 여우에 물린 긴코너구리 숨져 

2017-12-14 뉴스1 은여우에 물려죽은 동물카페의 코아티 

2017-12-14 한겨레 [단독]여우에 물린 뒤 코아티 죽다 - ‘동물지옥'된 동물카페 

2017-12-14 환경일보 동물카페서 ‘코아티' 물어뜯겨 숨져

2017-12-15 시빅뉴스 동물 안전 사각지대 ‘동물카페’ - 코아티 다른 동물에 물려 죽기도 

날짜 언론사 제목



2017-12-15 데일리벳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 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 

2017-12-15 뉴스1 법의 사각지대 놓인 유사동물원’…사육환경 ‘열악’

2017-12-22 한국일보 [동물과 사람 이야기] 60년만에 맞는 ‘황금 개의 해’ 동물권도 진전을

2017-12-22 경향신문 동물 복지까지 생각한 '착한 패딩' 아시나요?

2017-12-23 연합뉴스 [디지털스토리]실험동물 연 300만마리 육박..’우린 안락사 대상이래요’

2017-12-27 한국일보 [애니칼럼]야생동물 사육제한, 개인의 권리 침해일까?(기고)

날짜 언론사 제목



어웨어 활동내용 
2017년 3월15일


제목: [캠페인] 1미터 줄 끝의 삶 – 마당에 사는 개도 반려동물입니다.


내용: 바깥에 살면서 물, 사료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와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상태로 길러지는 
시골개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15/캠페인-마당에-사는-개도-반려동물입니다/


https://www.aware.kr/2017/03/15/%EC%BA%A0%ED%8E%98%EC%9D%B8-%EB%A7%88%EB%8B%B9%EC%97%90-%EC%82%AC%EB%8A%94-%EA%B0%9C%EB%8F%84-%EB%B0%98%EB%A0%A4%EB%8F%99%EB%AC%BC%EC%9E%85%EB%8B%88%EB%8B%A4/


2017년 3월16-17일


제목: [R U AWARE?] 바깥에서 방치상태로 길러지는 동물들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 방치된 동물, 이

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내용: 바깥에서 길러지는 동물에 처후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획, 사진, 디자인, 글)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16/캠페인-바깥에서-방치상태로-길러지는-동물들은-이/

https://www.aware.kr/2017/03/17/방치된-동물을-도울-때는-이렇게-해-보세요/


https://www.aware.kr/2017/03/16/%EC%BA%A0%ED%8E%98%EC%9D%B8-%EB%B0%94%EA%B9%A5%EC%97%90%EC%84%9C-%EB%B0%A9%EC%B9%98%EC%83%81%ED%83%9C%EB%A1%9C-%EA%B8%B8%EB%9F%AC%EC%A7%80%EB%8A%94-%EB%8F%99%EB%AC%BC%EB%93%A4%EC%9D%80-%EC%9D%B4/
https://www.aware.kr/2017/03/17/%EB%B0%A9%EC%B9%98%EB%90%9C-%EB%8F%99%EB%AC%BC%EC%9D%84-%EB%8F%84%EC%9A%B8-%EB%95%8C%EB%8A%94-%EC%9D%B4%EB%A0%87%EA%B2%8C-%ED%95%B4-%EB%B3%B4%EC%84%B8%EC%9A%94/


2017년 3월18일


제목: [교육신청]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


내용: 동물보호에 대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
을 진행 (연구, 기획, 발표자료)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18/교육신청마음이-열리는-동물보호교육/


2017년 3월22일


제목: [논평]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환영한다.


내용: 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
망한다는 내용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22/논평이정미-의원이-발의한-민법개정안을-환영한다/


2017년 4월3일


제목: [동물보호법 서명운동]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
요.


내용: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서명운동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4/03/동물보호법-강화-서명운동동물을-방치해-고통을-주/


https://www.aware.kr/2017/03/18/%EA%B5%90%EC%9C%A1%EC%8B%A0%EC%B2%AD%EB%A7%88%EC%9D%8C%EC%9D%B4-%EC%97%B4%EB%A6%AC%EB%8A%94-%EB%8F%99%EB%AC%BC%EB%B3%B4%ED%98%B8%EA%B5%90%EC%9C%A1/
https://www.aware.kr/2017/03/22/%EB%85%BC%ED%8F%89%EC%9D%B4%EC%A0%95%EB%AF%B8-%EC%9D%98%EC%9B%90%EC%9D%B4-%EB%B0%9C%EC%9D%98%ED%95%9C-%EB%AF%BC%EB%B2%95%EA%B0%9C%EC%A0%95%EC%95%88%EC%9D%84-%ED%99%98%EC%98%81%ED%95%9C%EB%8B%A4/
https://www.aware.kr/2017/04/03/%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A%B0%95%ED%99%94-%EC%84%9C%EB%AA%85%EC%9A%B4%EB%8F%99%EB%8F%99%EB%AC%BC%EC%9D%84-%EB%B0%A9%EC%B9%98%ED%95%B4-%EA%B3%A0%ED%86%B5%EC%9D%84-%EC%A3%BC/


2017년 4월3일, 10일, 18일, 26일, 5월3일, 17일


제목: [DAUM 스토리펀딩] ’시골개’ 1미터의 삶

1화	 1미터 줄에 묶여 사는 진돗개

2화	 “개도 물을 먹어요?”

3화	 시골로 보내진 개들의 운명은?

4화	 “개는 원래 밖에서 키워야 한다?”

5화	 “개를 방치하는데 신고할 데 없나요?

6화	 쇠사슬 벗고 첫 산책 도전한 강아지


내용: 2017년 5월25일까지 53일간 기사를 통해 바깥에 묶여 사는 동물의 처우에 대한 대중인식 확산


관련내용: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4295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4295


2017년 4월3일


제목: “개를 묶어놓고 물도 주지 않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관련 내용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4/03/캠페인-동물을-고통스러운-환경에-방치하는-행위는/


2017년 4월20일


제목: [정책]실험에 사용된 동물 입양 의무화하는 미국의 ‘비글법’


내용: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안락사하는 대신 가정에 입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4/20/실험에-사용된-동물-입양-의무화하는-미국의-비글법/


https://www.aware.kr/2017/04/03/%EC%BA%A0%ED%8E%98%EC%9D%B8-%EB%8F%99%EB%AC%BC%EC%9D%84-%EA%B3%A0%ED%86%B5%EC%8A%A4%EB%9F%AC%EC%9A%B4-%ED%99%98%EA%B2%BD%EC%97%90-%EB%B0%A9%EC%B9%98%ED%95%98%EB%8A%94-%ED%96%89%EC%9C%84%EB%8A%94/
https://www.aware.kr/2017/04/20/%EC%8B%A4%ED%97%98%EC%97%90-%EC%82%AC%EC%9A%A9%EB%90%9C-%EB%8F%99%EB%AC%BC-%EC%9E%85%EC%96%91-%EC%9D%98%EB%AC%B4%ED%99%94%ED%95%98%EB%8A%94-%EB%AF%B8%EA%B5%AD%EC%9D%98-%EB%B9%84%EA%B8%80%EB%B2%95/


2017년 4월21일


제목: 서울대공원 돌고래 금등, 대포 방류결정 환영 기자회견


내용: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서울대공원 남
방큰돌고래 방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4/21/서울대공원-돌고래-금등-대포-방류결정-환영-기자회/


https://www.aware.kr/2017/04/21/%EC%84%9C%EC%9A%B8%EB%8C%80%EA%B3%B5%EC%9B%90-%EB%8F%8C%EA%B3%A0%EB%9E%98-%EA%B8%88%EB%93%B1-%EB%8C%80%ED%8F%AC-%EB%B0%A9%EB%A5%98%EA%B2%B0%EC%A0%95-%ED%99%98%EC%98%81-%EA%B8%B0%EC%9E%90%ED%9A%8C/


2017년 4월22일


제목: 19대 대통령선거 동물정책 공약 비교


내용: 

어웨어와 한국일보는 지난 11일부터 각 대선 후보들에게 동물복지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활동을 
진행. 이미 각 후보가 자발적으로 내건 공약 외에도 개식용, 동물실험, 고래류 전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
변을 받음. 


관련내용: http://www.hankookilbo.com/v/e7e525f948a746d6accb63b5c2f3d9d3 

http://www.hankookilbo.com/v/e7e525f948a746d6accb63b5c2f3d9d3


2017년 4월30일


제목: [캠페인]연등회 농장동물복지 동물보호교육


내용: 


18개 단체 및 예술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채식부스에서 어웨어는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 실시. 채식 주
먹밥에 동물 스티커 붙이고 동물에게 편지쓰기, 농장에 사는 동물들 만나보기 등 재미있는 생명존중교육을 
진행.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5/01/캠페인연등회-농장동물복지-동물보호교육/ 

https://www.aware.kr/2017/05/01/%EC%BA%A0%ED%8E%98%EC%9D%B8%EC%97%B0%EB%93%B1%ED%9A%8C-%EB%86%8D%EC%9E%A5%EB%8F%99%EB%AC%BC%EB%B3%B5%EC%A7%80-%EB%8F%99%EB%AC%BC%EB%B3%B4%ED%98%B8%EA%B5%90%EC%9C%A1/


2017년 6월14일


제목: 월촌중학교 동물보호동아리 교육


내용: 월촌중학교 동물보호동아리 'LITE(Look Into Their Eyes)’ 학생 대상으로 '우리의 선택이 동물들에
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동물보호교육 실시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18/교육신청마음이-열리는-동물보호교육/

https://www.aware.kr/2017/06/16/마음이-열리는-교육월촌중학교-동물보호동아리-교/


https://www.aware.kr/2017/03/18/%EA%B5%90%EC%9C%A1%EC%8B%A0%EC%B2%AD%EB%A7%88%EC%9D%8C%EC%9D%B4-%EC%97%B4%EB%A6%AC%EB%8A%94-%EB%8F%99%EB%AC%BC%EB%B3%B4%ED%98%B8%EA%B5%90%EC%9C%A1/
https://www.aware.kr/2017/06/16/%EB%A7%88%EC%9D%8C%EC%9D%B4-%EC%97%B4%EB%A6%AC%EB%8A%94-%EA%B5%90%EC%9C%A1%EC%9B%94%EC%B4%8C%EC%A4%91%ED%95%99%EA%B5%90-%EB%8F%99%EB%AC%BC%EB%B3%B4%ED%98%B8%EB%8F%99%EC%95%84%EB%A6%AC-%EA%B5%90/


2017년 6월15일


제목: 기동민 의원ㆍ동물복지문제연구소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토론회


내용: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주최한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6/16/언론에-비친-어웨어기동민-의원ㆍ동물복지문제연/

https://www.aware.kr/2017/06/16/실험동물-복지개선-국회토론회-자료집다운로드/


https://www.aware.kr/2017/06/16/%EC%96%B8%EB%A1%A0%EC%97%90-%EB%B9%84%EC%B9%9C-%EC%96%B4%EC%9B%A8%EC%96%B4%EA%B8%B0%EB%8F%99%EB%AF%BC-%EC%9D%98%EC%9B%90%E3%86%8D%EB%8F%99%EB%AC%BC%EB%B3%B5%EC%A7%80%EB%AC%B8%EC%A0%9C%EC%97%B0/
https://www.aware.kr/2017/06/16/%EC%8B%A4%ED%97%98%EB%8F%99%EB%AC%BC-%EB%B3%B5%EC%A7%80%EA%B0%9C%EC%84%A0-%EA%B5%AD%ED%9A%8C%ED%86%A0%EB%A1%A0%ED%9A%8C-%EC%9E%90%EB%A3%8C%EC%A7%91%EB%8B%A4%EC%9A%B4%EB%A1%9C%EB%93%9C/


2017년 6월16일


제목: [정책]식용개농장에서 자가주사 허용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에 반대합니다.


내용: 7월부터 동물의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육견협회에 개식용 농장주는 농장에서 주사를 직접 
놓는 것이 허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한 어웨어의 입장 발표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5/23/정책식용개농장에서-자가주사-허용하겠다는-농림/


2017년 6월16-17일


제목: [시골개 1미터의 삶] 개도 물을 마셔요?’ / 1미터 목줄에서의 해방


내용: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사는 개들에게 물을 주었을 때 모습과 1미터도 되지 않는 줄에 묶여 리어
카 밑에서 뙤약볕을 피하던 강아지. 목줄을 하나 바꿔주었을 뿐인데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서 배포.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6/16/시골개-1미터의-삶개도-물을-마셔요/

https://www.aware.kr/2017/06/17/시골개-1미터의-삶-1미터-목줄에서의-해방/


https://www.aware.kr/2017/05/23/%EC%A0%95%EC%B1%85%EC%8B%9D%EC%9A%A9%EA%B0%9C%EB%86%8D%EC%9E%A5%EC%97%90%EC%84%9C-%EC%9E%90%EA%B0%80%EC%A3%BC%EC%82%AC-%ED%97%88%EC%9A%A9%ED%95%98%EA%B2%A0%EB%8B%A4%EB%8A%94-%EB%86%8D%EB%A6%BC/
https://www.aware.kr/2017/06/16/%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EA%B0%9C%EB%8F%84-%EB%AC%BC%EC%9D%84-%EB%A7%88%EC%85%94%EC%9A%94/
https://www.aware.kr/2017/06/17/%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1%EB%AF%B8%ED%84%B0-%EB%AA%A9%EC%A4%84%EC%97%90%EC%84%9C%EC%9D%98-%ED%95%B4%EB%B0%A9/


2017년 7월 5일 


제목: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 발족


 

내용: 돌고래바다쉼터 건립과 고래류 보호정책을 촉구하는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관련내용: 

http://news1.kr/articles/?3039915

http://www.hankookilbo.com/v/32bf4fb47f0e47459f94675920548bd1





http://news1.kr/articles/?3039915
http://www.hankookilbo.com/v/32bf4fb47f0e47459f94675920548bd1


2017년 7월6일


제목: 씨티칼리지 반려동물계열 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내용: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산업 및 종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반려동물 관련 학
교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실시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3/18/교육신청마음이-열리는-동물보호교육/


https://www.aware.kr/2017/03/18/%EA%B5%90%EC%9C%A1%EC%8B%A0%EC%B2%AD%EB%A7%88%EC%9D%8C%EC%9D%B4-%EC%97%B4%EB%A6%AC%EB%8A%94-%EB%8F%99%EB%AC%BC%EB%B3%B4%ED%98%B8%EA%B5%90%EC%9C%A1/


2017년 7월11일


제목: [캠페인]시골개 1미터의 삶 현장스케치


내용: 7월 8일 어웨어가 진행한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 현장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7/11/캠페인시골개-1미터의-삶-현장스케치/


https://www.aware.kr/2017/07/11/%EC%BA%A0%ED%8E%98%EC%9D%B8%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ED%98%84%EC%9E%A5%EC%8A%A4%EC%BC%80%EC%B9%98/


2017년 8월2일


제목: [애니칼럼] 교감 아닌 학대의 온상이 된 체험 동물원 

관련내용: http://www.hankookilbo.com/v/b3c75cb694984bb7a021f9f616e78430 

2017년 8월17일


제목: 이화여대 동물보호동아리 동물보호교육


내용: <길고양이와 우리>라는 주제로 길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b3c75cb694984bb7a021f9f616e78430


2017년 8월20일


제목: [캠페인]’시골개 1미터의 삶’ 시민 활동가를 지원합니다.


내용: 지역사회에서 방치상태로 길러지는 동물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시민 활동가를 선정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8/17/캠페인시골개-1미터의-삶-시민-활동가를-지원합니/


2017년 8월21일


제목: [기고문] 몸 숨길 곳 하나 없는 카페 속 라쿤들


관련내용: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9210812&memberNo=38419283&navigationType=push


2017년 9월5일


제목: [기고문] 멸종위기종 사막여우가 방치되는 까닭


관련내용: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9438353&memberNo=38419283 

https://www.aware.kr/2017/08/17/%EC%BA%A0%ED%8E%98%EC%9D%B8%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EC%8B%9C%EB%AF%BC-%ED%99%9C%EB%8F%99%EA%B0%80%EB%A5%BC-%EC%A7%80%EC%9B%90%ED%95%A9%EB%8B%88/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210812&memberNo=38419283&navigationType=push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438353&memberNo=38419283


2017년 9월7일, 14일, 22일


제목: [DAUM 스토리펀딩]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1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루왁커피’의 비밀

2화	 약재로 쓰였던 곰 쓸개즙의 ‘위험성’

3화	 모자 끝에 달린 라쿤털은 ‘생명’입니다


내용: 책공장더불어, 뉴스1 등과 함께 야생동물보호와 인도적 소비에 대한 기사 생산으로 생명존중의식 확
산, 루왁커피 등 동물학대산물 불매 운동  



2017년 9월10일, 17일


제목: [캠페인]시골개 1미터의 삶 – 밖에 사는 개도 아파요


내용: 9월 10일과 17일 <시골개 1미터의 삶>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시골개들의 진찰과 함께 응급한 동물
을 치료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9/17/시골개1미터의삶-밖에사는-개도-아파요/


https://www.aware.kr/2017/09/17/%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EB%B0%96%EC%97%90%EC%82%AC%EB%8A%94-%EA%B0%9C%EB%8F%84-%EC%95%84%ED%8C%8C%EC%9A%94/


2017년 9월 18일


제목: [기자회견문]일본은 잔인한 돌고래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내용: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고래 학살을 시작한 것에 대한 동
물보호단체연합의 공동선언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09/17/기자회견문일본은-잔인한-돌고래-학살을-즉각-중단/


https://www.aware.kr/2017/09/17/%EA%B8%B0%EC%9E%90%ED%9A%8C%EA%B2%AC%EB%AC%B8%EC%9D%BC%EB%B3%B8%EC%9D%80-%EC%9E%94%EC%9D%B8%ED%95%9C-%EB%8F%8C%EA%B3%A0%EB%9E%98-%ED%95%99%EC%82%B4%EC%9D%84-%EC%A6%89%EA%B0%81-%EC%A4%91%EB%8B%A8/


2017년 9월 27일 ~ 12월 9일


제목: [같이가치 with kakao]휴가철 버려지는 동물 없는 사회, 함께 만들어요!


내용: 같이가치의 <동물은 생명입니다> 기획 참여. 2018년 휴가철 동물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법 강화, 올
바른 반려동물인식 확산 사업 기획.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5678


2017년 10월 28일


제목: 실험동물 지킴이법 서명운동 (서울시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개장식 부스)

내용: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 동물실험윤리확산 캠페인, 시민참여 핀버튼 만들기 




발간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야생동물카페 문제점 공론화 및 제도적 규제 필

요성 시사. 

관련내용: https://www.aware.kr/2017/11/06/야생동물카페-실태조사-보고서-다운로드/


http://news.joins.com/article/22088880

https://www.aware.kr/2017/11/06/%EC%95%BC%EC%83%9D%EB%8F%99%EB%AC%BC%EC%B9%B4%ED%8E%98-%EC%8B%A4%ED%83%9C%EC%A1%B0%EC%82%AC-%EB%B3%B4%EA%B3%A0%EC%84%9C-%EB%8B%A4%EC%9A%B4%EB%A1%9C%EB%93%9C/
http://news.joins.com/article/22088880


내용: 현행 동물원법은 동물복지에 대한 조항이 미비해 실제로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관련내용 

http://news1.kr/articles/?3147300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86075

아르케 자유인문 특강] 동물과 함께 사는 방법 ‘동물복지와 생명권 이야기’

내용: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동물복지와 생명권 이야기’ 주제로 강연 


 

http://news1.kr/articles/?3147300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86075


2017년 11월 28일 


제목: ‘평창 롱패딩’ 열풍의 슬픈 이면 

내용: 기고를 통해 거위털 채취 방법인 ‘라이브 플러킹’ 비인도성과 인도적인 소비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2017년 8월 - 현재 


제목: 채희경의 <애니멀 어벤져스>

내용: 네이버 동물공감 공식포스트에 동물기사 연재 







2017년 12월 14일 


제목: 동물방치해 코아티 물어뜯겨 숨지게 한 동물카페 조사 

내용: 동물을 방치해 은여우가 코아티를 물어뜯어 숨지게 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동물카페 전반의 현실을 
고발하고 환경청과 해당 구청에 조사 및 협조 요청 


관련내용: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23498.html

http://news1.kr/articles/?31804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7/12/14/0200000000AKR20171214156400004.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23498.html
http://news1.kr/articles/?31804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4/0200000000AKR20171214156400004.HTML?input=1195m


2017년 12월 2일 - 5일 


제목: 아시아 포 애니멀스 2018 컨퍼런스 (Asia For Animals 2018) 


내용: ’아시아 포 애니멀스 2018(Asia For Animals 2018)’의 발표자로 선정돼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동물방치 방지를 위한 인간행동변화 이해(Understanding Human Behavior 

to prevent animal neglect)’라는 주제로 동물 방치사육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했

습니다.  



mailto:webmaster@aware.kr
mailto:webmaster@aw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