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산물...

활어:

결과...

미국 내 어느 곳이든지 아래의 어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살아 있는 어족을 방류하면:
•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리용입니다.
방류하지 마십시오.

년 메릴랜드 주 단 3개의 연못에서 가물치를
제거하는데 약 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2002 ,

가물치
(snakehead)

•

홍콩의 해산물 저장고에서는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종종 사망에 이르게 하는 콜레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워킹 캣피쉬
(walking catfish:

메기과의 어류. 한국의
메기와는 다름)

일부 동북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래의 어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 검은 잉어 (black carp: 코네티컷 주, 메인 주, 뉴욕 주에서
•
•
•

불법임)
초어 (grass carp 또는 white amur: 코네티컷 주, 매사추세츠
주, 메인 주 및 뉴햄프셔 주에서 불법임)
백련어 (silver carp: 코네티컷 주, 메인 주 및 뉴욕 주에서 불
법임)
대두어 (bighead carp: 코네티컷 주, 메인 주, 뉴욕시를 제외
한 뉴욕 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불법임)

미국 내에서 참게 (Chinese mitten crab)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2002년, 뉴욕시에서는 한 남자가 불법으로 참게를
수입하다 적발되어 3개월 징역형과 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2005년, LA에서 한 남자가 불법으로 가물치를 수입해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23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간과 동물에 질병을 퍼뜨립니다!

•

토종 동식물에 영향을 줍니다!

참게는 바다식물, 연어알과 철갑상어알, 새우 및 치어를
먹어 치웁니다.

•

불법입니다!

외래어종과 거북이를 야생에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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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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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uide is available in Chinese, English, Khmer, Korean,
Spanish, and Vietnamese. Please contact the MIT Sea Grant
College Program for free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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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은 모두 드시고 함부로 방류하지 마십시오.
모든 해산물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버리십시오.
외래어종은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십시오.
해산물이란 모든 식용 담수어와 해수어 및 해조류를 의미합니다.

*

해산물은 모두 드시고 함부로

모든 해산물 쓰레기는 쓰레기

외래 해산물을 다룰 때는 특히

방류하지 마십시오...

통에 버리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요? 방류된 외래어종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선과 같은 토종 동식물을 먹어 치움으로써 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먹지 않은 활어는 얼리거나 쓰레기 통에 버리십시
오. 절대 그냥 방류하지 마십시오. 외래어종과 거북이를 야
생으로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왜 그래야 하나요 ? 토종 어종보다 외래 어종을 방류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것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산물은 외래종인 경우가 흔합니다.
뱀장어 (eel)
메기 (catfish)

잉어 (carp)
왜 그래야 하나요? 살아 있는 해산물과 해
산물 쓰레기는 다른 동물 또는 사람을 감염
할 수 있는 질병과 기생충을 가지고 있습니
다. 생선머리, 비늘, 내장 및 껍질은 항상 쓰
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해산물 쓰레기를
배수구, 강, 호수 또는 바다에 함부로 버리
지 마십시오.

해조류 (algae)
게 (crab )
조개 및 굴
(clam 및 oyster)
거북이 (tur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