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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Part I-Crimes

제1부 범죄

Chapter 3-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제3장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41. Hunting, fishing, trapping;
disturbance or injury on wildlife
refuges
Whoever, except in compliance

제41조 사냥, 낚시, 덫을 이용한
포획, 야생동물 보호지역 교란 또
는 훼손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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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A)
가. 또는 가목
(i)
1) 또는 가목의1
(I)
(1) 또는 가목의1의1

1

with rule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by authority of
law, hunts, traps, captures,
willfully disturbs or kills any
bird, fish, or wild animal of any
kind whatever, or takes or
destroys the eggs or nest of
any such bird or fish, on any
lands or waters which are set
apart or reserved as
sanctuaries, refuges or breeding
grounds for such birds, fish, or
animals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willfully
injures, molests, or destroys
any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on any such lands or
waters,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법
률에 따라 조류, 어류 또는 동물
의 보호시설, 보호지역 또는 서
식지로 별도 지정되거나 보호되
는 육상 또는 수상 지역에서 조
류, 어류 또는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을 사냥하거나, 감금하거나,
포획하거나, 의도적으로 교란시
키거나 죽이는 자, 또는 그러한
지역의 조류 또는 어류의 알이
나 둥지를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자, 또는 그러한 지역에서 미국
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손상하거
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
에 처한다.

§42. Importation or shipment of
injurious mammals, birds, fish
(including mollusks and
crustacea), amphibia, and reptiles;
permits, specimens for museums;
regulations
(a)(1) 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any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or any possession of the

제42조 유해 포유류, 조류, 연체동
물･갑각류 포함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의 수입 또는 수송, 허가,
박물관 표본, 규정

① 1. 작은아시아몽구스종의 몽
구스, 일명 “날여우”라 불리는
왕박쥐속의 큰박쥐종, 지브라
머슬, 대두어 및 다른 모든
종의 야생 포유류, 야생 조류,
어류(연체동물 및 갑각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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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r any
shipment betwee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or any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the
mongoose of the species
Herpestes auropunctatus; of
the species of so-called
"flying foxes" or fruit bats of
the genus Pteropus; of the
zebra mussel of the species
Dreissena polymorpha; of the
bighead carp of the species
Hypophthalmichthys nobilis;
and such other species of wild
mammals, wild birds, fish
(including mollusks and
crustacea), amphibians,
reptiles, brown tree snakes, or
the offspring or eggs of any of
the foregoing which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may
prescribe by regulation to be
injurious to human beings, to
the interests of agriculture,
horticulture, forestry, or to
wildlife or the wildlife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prohibited.
All such prohibited mammals,
birds, fish (including mollusks

함), 양서류, 파충류, 호주 갈
색 나무뱀, 또는 사람이나 농
업･원예･임업, 미국 야생동물･
야생자원에 유해한 것으로 내
무부 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앞에서 언급된 동물의 새끼 또
는 알을 미국, 미국 영토, 컬럼
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공
화국, 모든 미국령으로 수입하
는 행위, 또는 미국 본토, 컬럼
비아 특별구, 하와이, 푸에르토
리코공화국, 모든 미국령 간에
수송하는 모든 행위는 이 법으
로 금지한다.

이와 같이 금지된 포유류, 조
류, 어류(연체동물 및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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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rustacea), amphibians,
and reptiles, and the eggs or
offspring therefrom, shall be
promptly exported or
destroyed at the expense of
the importer or consignee.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repeal or
modify any provision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or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lso, this
section shall not authorize any
action with respect to the
importation of any plant pest
as defined in the Federal Plant
Pest Act, insofar as such
importation is subject to
regulation under that Act.

포함), 양서류 및 파충류, 그리
고 그 알 또는 새끼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이 자신의 비용으
로 즉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
야 한다.

(2) As used in this subsection,
the term "wild" relates to any
creatures that, whether or not
raised in captivity, normally
are found in a wild state; and
the terms "wildlife" and
"wildlife resources" include
those resources that comprise
wild mammals, wild birds, fish
(including mollusks and
crustacea), and all other
classes of wild creatures
whatsoever, and all types of

2. 이 항에서 사용된 “야생”이라
는 용어는 사육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야생 상태로
발견된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야생동물” 및 “야생자원”은 야
생 포유류, 야생 조류, 어류(연
체동물 및 갑각류 포함) 및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야생 생명체
등으로 이루어진 자원, 그리고
야생자원이 의존하는 모든 형
태의 수중 및 육상 식물을 포
함한다.

이 조의 내용은 「공중보건
법」 또는 「연방 식품, 의약
품 및 화장품법」의 조항을 폐
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
는 「연방식물병해충법」이 정
의하는 식물병해충의 수입과
관련된 활동에 권한을 부여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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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ic and land vegetation
upon which such wildlife
resources are dependent.
(3)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hen he finds
that there has been a proper
showing of responsibility and
continued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health,
shall permit the importation
for zoological, educational,
medical, and scientific
purposes of any mammals,
birds, fish (including mollusks
and crustacea), amphibia, and
reptiles, or the offspring or
eggs thereof, where such
importation would be
prohibited otherwise by or
pursuant to this Act, and this
Act shall not restrict
importations by Federal
agencies for their own use.

3. 앞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내
무부 장관은 책임 소재가 충분
히 밝혀지고 공익･보건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물학
적･교육적･의료적･과학적 목적
으로 포유류, 조류, 어류(연체
동물 및 갑각류 포함), 양서류
및 파충류, 또는 그 동물들의
새끼 또는 알을 이 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수입
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려
야 하며, 이 법은 연방 정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restrict the importation
of dead natural-history
specimens for museums or for
scientific collections, or the
importation of domesticated
canaries, parrots (including all

4.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박물
관 또는 과학적 수집을 위한
자연사 표본 사체의 수입 또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카나
리아, 앵무새(그 밖의 모든 앵
무새 종 포함) 또는 그 밖의
사육조류의 수입을 제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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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pecies of psittacine
birds), or such other cage
birds a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may designate.

아니한다.

(5)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shall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including any regulations
issued hereunder, and, if
requested by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require the
furnishing of an appropriate
bond when desirable to insure
compliance with such
provisions.

5. 재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
은 이후 발표되는 모든 시행규
칙을 포함한 이 항의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며, 내무부 장관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그러한 규정 준수의 보
장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증
금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b) Whoever violates this
section, or any regulation issued
pursuant theret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② 이 조 또는 이 조의 시행규
칙을 위반하는 자는 이 법에 따
른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c)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days of the enactment of
the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shall prescribe such
requirements and issue such
permits as he may deem

③ 내무부 장관은 「1981 레이
시법 개정법」의 제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야생 동물 및 조
류를 인도적이고 건강한 방법으
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른 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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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the transportation
of wild animals and birds under
humane and healthful
conditions, and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including any importer,
knowingly to cause or permit
any wild animal or bird to be
transported to the United
States, or any Territory or
district thereof, under inhumane
or unhealthful conditions or in
violation of such requirements.
In any criminal prosecution for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and
in any administrative proceeding
for the suspension of the
issuance of further permits—

수입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
이 그와 같은 요건을 위반하여
야생 동물 또는 조류를 비인도
적･유해한 방법으로 미국, 미국
의 영토 또는 영토의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야기
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 the condition of any vessel
or conveyance, or the
enclosures in which wild
animals or birds are confined
therein, upon it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or any
Territory or district thereof,
shall constitute relevant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have been violated;
and

1. 미국, 미국의 영토 또는 영토
의 지역에 도착하는 당시의 선
박이나 운송 시설, 또는 그러
한 시설 내 야생 동물 또는 조
류를 격리하는 칸막이의 상태
는 이 항의 규정사항의 위반
여부 판단에 적절한 증거를 구
성한다.

(2) the presence in such vessel

2. 앞호의 시기에 앞호의 선박

이 항의 위반에 대한 형사기소
및 추가 허가의 발급 정지에 대
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의 사
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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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onveyance at such time of
a substantial ratio of dead,
crippled, diseased, or starving
wild animals or birds shall be
deemed prima facie evidence
of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또는 운송 시설 내 사망하였거
나, 불구가 되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굶주리는 야생 동물
및 조류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
하는 것은 이 항의 규정사항에
의 위반에 대한 일단의 증거로
본다.

§43. Force, violence, and threats
involving animal enterprises
(a) OFFENSE.—Whoever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uses or causes to
be used the mail or any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제43조 동물 사업에 관련된 무력,
폭력 및 위협
① 범죄. 주간 또는 국제통상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주간 또는
국제통상 우편 또는 시설을 사
용하거나 사용되도록 원인을 제
공하는 자 중에 다음에 해당하
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1) for the purpose of damaging
or interfering with the
operations of an animal
enterprise; and

1. 동물 사업의 영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으로 행동하는 경우

(2) in connection with such
purpose—

2. 앞호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intentionally damages or
causes the loss of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including animals or
records) used by an animal
enterprise, or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
person or entity having a

가. 동물 사업이 이용하는 부
동산이나 동산, 또는 동물
사업과 관련･관계･거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동산
이나 부동산에 고의로 피해
를 입히거나 손실을 야기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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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to, relationship
with, or transactions with
an animal enterprise;
(B) intentionally places a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that
person, a member of the
immediate family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or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by a course of
conduct involving threats,
acts of vandalism, property
damage, criminal trespass,
harassment, or
intimidation; or
(C) conspires or attempts to
do so;

나. 협박, 기물 파손, 재산 손
해, 무단 침입, 괴롭힘 또는
공갈 등을 동반하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 특정 개인의
직계 가족(제115조에서 정
의된 가족을 말한다), 배우
자, 또는 동반자의 사망에
대하여 또는 해당 개인 본
인의 심각한 신체 상해에
대하여 충분히 두려움을 느
끼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

다. 위의 행위에 대한 모의
또는 시도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for in subsection (b).
(b) PENALTIES.—The
punishment for a violation of
section (a) or an attempt or
conspiracy to violate subsection
(a) shall be—

② 벌칙. 제1항의 위반 또는 제1
항을 위반하려는 시도나 모의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다.

(1) a fine under this title or
imprisonment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if the offense

1. 범죄가 또다른 심각한 신체
상해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다
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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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instill in another the
reasonable fear of serious
bodily injury or death and—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A) the offense results in no
economic damage or bodily
injury; or
(B) the offense results in
economic damage that
does not exceed $10,000;

가. 범죄가 경제적 손해 또는
신체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
는 경우
나. 범죄가 10,000달러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손
해에 이르는 경우

(2) a fine under this title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if no
bodily injury occurs and—

2. 신체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벌
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 및 징역에 처한다.
가. 범죄가 10,000달러를 초
과하고 100,000달러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손
해에 이르는 경우
나. 범죄가 또다른 심각한 신
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A) the offense results in
economic damage
exceeding $10,000 but not
exceeding $100,000; or
(B) the offense instills in
another the reasonable
fear of serious bodily
injury or death;
(3) a fine under this title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if—

3.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가. 범죄가 100,000달러를 초과
하는 경제적 손해에 이르는
경우
나. 범죄가 타인을 상당한 신

(A) the offense results in
economic damage
exceeding $100,000; or
(B) the offense resul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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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bodily injury to
another individual;

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4) a fine under this title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if—

4.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가. 범죄가 타인을 심각한 신
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A) the offense results in
serious bodily injury to
another individual; or
(B) the offense results in
economic damage
exceeding $1,000,000; and

나. 범죄가 1백만 달러를 초
과하는 경제적 손해에 이르
는 경우

(5)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any terms of years, a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results in death of
another individual.

5. 범죄가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종신･무기징역,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c) RESTITUTION.—An order
of restitution under section
3663 or 3663A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a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also include
restitution—

③ 보상. 이 조의 위반에 대하여
이 법 제3663조 또는 제3663A
조에 따라 내리는 보상 명령은
다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1) for the reasonable cost of
repeating any experimentation
that was interrupted or
invalidated as a result of the
offense;

1. 범죄로 인해 중단되거나 무효
가 된 실험을 반복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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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the loss of food
production or farm income
reasonably attributable to the
offense; and

2. 범죄가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식료품 또는 농가 수입의 손실

(3) for any other economic
damage, including any losses
or costs caused by economic
disruption, resulting from the
offense.

3. 범죄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
을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경제적
손해

(d) DEFINITIONS.—As used in
this section—

④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e term "animal
enterprise" means—

1. “동물 사업”이란 다음을 말한
다.

(A) a commercial or
academic enterprise that
uses or sells animals or
animal products for profit,
food or fiber production,
agriculture, education,
research, or testing;
(B) a zoo, aquarium, animal
shelter, pet store, breeder,
furrier, circus, or rodeo, or
other lawful competitive
animal event; or
(C) any fair or similar event
intended to advance
agricultural arts and
sciences;

가. 수익, 식품･섬유 생산, 농
업, 교육, 연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상
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상업적 또는 학술적 사업
나. 동물원, 수족관, 동물보호
소, 반려동물 점포, 사육자,
모피상인, 곡예단, 로데오,
또는 그 밖의 합법적 동물
경쟁 행사
다. 농업과학 발전을 위한 공
정하고 유사한 모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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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erm "course of
conduct" means a pattern of
conduct composed of 2 or
more acts, evidencing a
continuity of purpose;

2. “일련의 행동”이란 2회 또는
그 이상의 행위로 이루어져 목
적의 지속성을 보이는 행동의
양상을 말한다.

(3) the term "economic
damage"—

3. “경제적 손해”란 다음을 의미
한다.

(A) means the replacement
costs of lost or damaged
property or records, the
costs of repeating an
interrupted or invalidated
experiment, the loss of
profits, or increased costs,
including losses and
increased costs resulting
from threats, acts or
vandalism, property
damage, trespass,
harassment, or intimidation
taken against a person or
entity on account of that
person's or entity's
connection to, relationship
with, or transactions with
the animal enterprise; but
(B) does not include any
lawful economic disruption
(including a lawful
boycott) that results from

가. 손실되거나 손해를 입은
재산 또는 기록의 대체 비
용, 중단되거나 무효화된
실험의 반복 비용, 수익 손
실, 또는 동물 사업과 관련
･관계･거래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협
박, 기물 파손, 재산 손해,
무단 침입, 괴롭힘 또는 공
갈로 인한 손실 및 추가 비
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

나. 다만, 동물 사업의 공개
된 정보에 대한 합법적 공
공･정부･사업 대응으로 인
한 합법적인 경제 혼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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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ul public, governmental,
or business reaction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an animal enterprise;

법적 불매운동을 포함한다)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the term "serious bodily
injury" means—

4. “심각한 신체 상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injury posing a
substantial risk of death;
(B) extreme physical pain;
(C) protracted and obvious
disfigurement; or
(D) protracted loss or
impairment of the function
of a bodily member, organ,
or mental faculty; and

가. 상당한 사망의 위험을 끼
치는 상해
나. 극도의 육체적 고통
다. 장시간의 명백한 외형 손
상
라. 신체 일부, 장기 또는 지
능의 장시간 기능 손실 또
는 손상

(5) the term "substantial bodily
injury" means—

5. “상당한 신체 상해”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A) deep cuts and serious
burns or abrasions;
(B) short-term or
nonobvious disfigurement;
(C) fractured or dislocated
bones, or torn members of
the body;
(D) significant physical pain;
(E) illness;
(F) short-term loss or
impairment of the function
of a bodily member, organ,

가. 깊은 자상 및 심각한 화
상 또는 찰과상
나. 단시간 또는 명백하지 아
니한 외형 손상
다. 골절이나 탈골, 또는 신
체 일부의 뒤틀림
라. 중대한 신체적 고통
마. 질병
바. 신체 일부, 장기 또는 지능
의 단시간 기능 손실 또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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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ental faculty; or
(G) any other significant
injury to the body.

사. 신체에 가해진 그 밖의
중대한 상해

(e) RULES OF
CONSTRUCTION.—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⑤ 해석 규칙.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하나에 대한 근
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to prohibit any expressive
conduct (including peaceful
picketing or other peaceful
demonstration) protected from
legal prohibition by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1.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법에
의한 행사의 금지로부터 보호
되는 표현 행위(평화적 팻말
시위 또는 그 밖의 평화적 시
위)의 금지

(2) to create new remedies for
interference with activities
protected by the free speech
or free exercise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regardless of the
point of view expressed, or to
limit any existing legal
remedies for such
interference; or

2. 피력된 견해에 상관없이 수정
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가 받은 간섭에 대
한 구제 마련, 또는 그와 같
은 간섭에 대한 현행 법적 구
제의 제한

(3) to provide exclusiv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remedies with respect to the
conduct prohibited by this
action, or to preempt State or
local laws that may provide

3. 이 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금
지되는 행동에 대한 독점적 형
사처벌 또는 민사상 구제의 근
거 제공, 또는 그러한 벌칙이
나 구제의 근거가 되는 주법
또는 지역법령의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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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enalties or remedies.
§44. Repealed.

제44조. 폐지

§45. Repealed.

제45조. 폐지

§46. Transportation of water
제46조 부레옥잠의 운송
hyacinths
(a) Whoever knowingly delivers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or receives for transportation,
이 법에 따른 벌금, 6개월 이하
or transports, in interstate
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commerce, alligator grass
처한다.
(alternanthera philoxeroides),
or water chestnut plants (trapa
① 악어잡초 또는 남방개 또는
natans) or water hyacinth
부레옥잠 또는 그러한 식물의 씨
plants (eichhornia crassipes) or
앗을 주간 통상에서 의도적으로
the seeds of such grass or
배달하거나 운송을 목적으로 수
plants; or
령하거나 운송하는 자
(b) Whoever knowingly sells,
purchases, barters, exchanges,
gives, or receives any grass,
plant, or seed which has been
transported in violation of
subsection (a); or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된 풀,
식물, 또는 씨앗을 의도적으로
매도, 구매, 맞교환, 거래, 증여
또는 수령하는 자

(c) Whoever knowingly delivers
or receives for transportation,
or transports, in interstate
commerce, an advertisement, to
sell, purchase, barter, exchange,
give, or receive alligator grass
or water chestnut plants or

③ 악어잡초 또는 남방개 또는
부레옥잠 또는 그러한 식물의
씨앗을 매도, 구매, 맞교환, 거
래, 증여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주간 통상에서 의
도적으로 배달하거나 운송을 목
적으로 수령하거나 운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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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hyacinth plants or the
seeds of such grass or plants—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47. Use of aircraft or motor
제47조 비행기 또는 차량을 이용
vehicles to hunt certain wild
한 특정 야생의 말 또는 당나귀
horses or burros; pollution of
사냥, 샘물의 오염
watering holes
(a) Whoever uses an aircraft or
① 공유지 또는 초지를 떠도는
a motor vehicle to hunt, for the
소유자의 낙인이 없는 야생의
purpose of capturing or killing,
말, 암말, 수컷 망아지, 또는 당
any wild unbranded horse, mare, 나귀를 포획하거나 죽이기 위한
colt, or burro running at large
목적으로 비행기 또는 차량을
on any of the public land or
사냥에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ranges shall be fined under this
따른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than six months, or both.
(b) Whoever pollutes or causes
the pollution of any watering
hole on any of the public land or
ranges for the purpose of
trapping, killing, wounding, or
maiming any of the animals
referred to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oth.

②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한
동물을 덫으로 포획하거나, 죽이
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지
또는 초지의 샘물을 오염하거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
에 처한다.

(c) As used in subsection (a)

③ 이 조의 제1항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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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section—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e term "aircraft" means
any contrivance used for flight
in the air; and

1. “비행기”란 공기 중의 비행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장치를 말
한다.

(2) The term "motor vehicle"
includes an automobile,
automobile truck, automobile
wagon, motorcycle, or any
other self-propelled vehicle
designed for running on land.

2. “차량”이란 자동차, 화물자동
차, 왜건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육상 주행을 위하여 제작된 그
밖의 모든 자체 추진 운송 수
단을 포함한다.

§48. Animal crush videos
(a) DEFINITION.—In this
section the term "animal crush
video" means any photograph,
motion-picture film, video or
digital recording, or electronic
image that—

제48조 동물 학대 영상
① 용어의 정의. 이 조에서 “동
물 학대 영상”이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진, 영화 필름, 영상
물 또는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영상을 말한다.

(1) depicts actual conduct in
which 1 or more living nonhuman mammals, birds,
reptiles, or amphibians is
intentionally crushed, burned,
drowned, suffocated, impaled,
or otherwise subjected to
serious bodily injury (as
defined in section 1365 and
including conduct that, if
committed against a person
and in the special maritime

1.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살아
있는 인류 이외의 포유류, 조
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고
의로 학대하거나, 불에 태우거
나, 익사시키거나, 질식시키거
나, 찌르거나 그 밖의 심각한
신체 상해(제1365조에 따라
정의된 상해를 말하며, 미국의
특별 해상영토 관할권에서 사
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 제
2241조 또는 제2242조의 위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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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ould
violate section 2241 or 2242);
and

를 입히는 실제 행위의 묘사

(2) is obscene.

2. 외설적인 것

(b) PROHIBITIONS.—

② 금지사항

(1) CREATION OF ANIMAL
CRUSH VIDEOS.—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create an animal
crush video, if—

1. 동물 학대 영상의 제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
인이 의도적으로 동물 학대 영
상을 제작하는 것은 위법이다.

(A) the person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B) the animal crush video is
distributed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가. 주(州)간 또는 국제 통상
을 통하거나 그러한 통상의
수단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동물 학대 영상을 배포할
의도가 있거나 배포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나. 주간 또는 국제 통상을
통하거나 그러한 통상의 수
단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동물 학대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

(2) DISTRIBUTION OF
ANIMAL CRUSH VIDEOS.—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sell,

2. 동물 학대 영상의 배포. 개인
이 주간 또는 국제 통상을 통
하거나 그러한 통상의 수단 또
는 시설을 사용하여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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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dvertise, exchange,
or distribute an animal crush
video in, or using a means o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영상을 의도적으로 판매, 홍보,
광고, 교환 또는 배포하는 것
은 위법이다.

(c)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ubsection
(b) shall apply to the knowing
sale, marketing, advertising,
exchange, distribution, or
crea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③ 국외 적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 영상의 의
도적 판매, 홍보, 광고, 교환, 배
포 또는 제작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the person engaging in such
conduct intend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animal crush
video will be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or

1. 이와 같은 행동에 관련된 개
인이 동물 학대 영상을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또는 미국령으
로 운송할 의도가 있거나 운송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the animal crush video is
trans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or
possessions.

2. 동물 학대 영상이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또는 미국령으로 운
송되는 경우

(d) PENALTY.—Any person
who violates subsection (b)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oth.

④
는
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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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징역에 처한다.

(e) EXCEPTIONS.—

⑤ 예외

(1) IN GENERAL.—This
section shall not apply with
regard to any visual depiction
of—

1. 총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시각적 묘사물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A) customary and normal
veterinary or agricultural
husbandry practices;
(B) the slaughter of animals
for food; or
(C) hunting, trapping, or
fishing.

가.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수
의학 또는 축산업 관행
나. 식품을 위한 동물의 도살
다. 사냥, 덫을 이용한 포획,
또는 낚시

(2) GOOD-FAITH
DISTRIBUTION.—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the
good-faith distribution of an
animal crush video to—

2. 선의 배포. 이 조의 규정은
동물 학대 영상을 다음 중 한
곳으로 선의에 따라 배포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a law enforcement
agency; or
(B) a third party for the sole
purpose of analysis to
determine if referral to a
law enforcement agency is
appropriate.

가. 수사기관
나.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분
석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3
자

(f) NO PREEMPTION.—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preempt the law of
any State or local subdivision

⑥ 비(非)우선성. 이 조의 규정
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
(州) 또는 주의 하위 기관의 법
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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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of to protect animals.
§49. Enforcement of animal
fighting prohibitions
(a) IN GENERAL.—Whoever
violates subsection (a)(1), (b),
(c), or (e) of section 26 of the
Animal Welfare Act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for each
violation.

아니한다.
제49조 동물 싸움 금지 규정의 집행
① 총칙. ｢동물복지법｣ 제26조의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및 제
5항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벌
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b) ATTENDING AN ANIMAL
FIGHTING VENTURE.—
Whoever violates subsection
(a)(2)(A) of section 26 of the
Animal Welfare Act (7 U.S.C.
2156)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for each violation.

② 동물 싸움 행사 참석. ｢동물
복지법｣ 제26조 (미국법전 제7
편 제2156조) 제1항제1호의 가
목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 사
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
역 및 벌금에 처한다.

(c) CAUSING AN INDIVIDUAL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6 TO ATTEND
AN ANIMAL FIGHTING
VENTURE.—Whoever violates
subsection (a)(2)(B) of section
26 (7 U.S.C. 2156) of the Animal
Welfare Act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oth, for each
violation.

③ 16세 미만인 사람이 동물 싸
움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행
위. ｢동물복지법｣ 제26조(미국법
전 제7편 제2156조) 제1항제2
호의 나목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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