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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센트럴 파크에서 압수된 상아 폐기를 기념  

  

DEC, 야생동물 보호 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Tiffany and Co. 및 

파트너들이 뉴욕주에서 압수된 시가 85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상아 약 2톤 폐기  

  

불법 상아 밀렵꾼, 중개업자, 판매자, 구매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코끼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명하는 행사  

  

  

Andrew M. Cuomo는 오늘, 센트럴 파크에서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야생동물 보호 협회 및 Tiffany and Co.가 주최한 

행사에서 약 2톤에 달하는 몰수된 불법 상아 폐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십 

개의 국제 및 국내 보존 기구가 모여 뉴욕주와 그 파트너들이 아프리카 코끼리와 전 

세계의 수많은 다른 종들을 멸종시킬 위험이 있는 야생동물 밀렵을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뉴욕주에서는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불법인 상아 밀매 산업을 규탄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깊은 단속 노력에 따른 상아 폐기로 이 무분별한 동물 도살을 종식시키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및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께 우리와 함께 향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코끼리 및 매머드 상아, 코뿔소 뿔의 판매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전 세계의 코끼리 개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구매자 및 

판매자의 형사 및 민사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금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DEC의 단속 활동으로 16개 기업과 31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시가 총액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상아 수천 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DEC 환경 

보존 집행관에 의한 단속 조치로 약 2톤의 상아, 장신구, 동상, 보석 및 기타 장식용 

물품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상아의 시장 가치는 약 850만 달러로 추정되며, 코끼리 약 

100마리에 해당합니다.  

  



Basil Seggos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환경 보존 집행관들은 불법 무역을 단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불법 야생 동물 매매를 종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상아 매매 시장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단속 조치 및 노력을 강조해 주신 

야생동물 보호 협회, Tiffany and Co.와 오늘 함께해 주신 다른 동물 보호 파트너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WCS 공무 수석 부회장 겸 96 코끼리 캠페인(96 Elephants Campaign) 이사 John 

Calv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 공원의 한가운데에서 상아를 

폐기하여 뉴욕 주민들은 이곳 거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밀렵꾼, 중개업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끼리 학살자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아 브로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Cyrus R. Vance, Jr. 맨해튼 지방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사라지는 코끼리 개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기의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지속적인 개체 보호, 보다 엄격한 법률 적용 및 공격적인 기소로 상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뉴욕주가 불법 상아 판매 및 기타 야생 동물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을 보여줍니다. 검사 사무실과 뉴욕주 환경보존부 및 

야생동물 보호 협회의 파트너들은 이 종을 보호하고 밀렵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단체인 TRAFFI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아 금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뉴욕에서 DEC의 단속 조치로 뉴욕주 상아 시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내 불법 상아의 선도 시장이었으나, 뉴욕시는 금지법을 계기로 현재 3위로 

하락하였습니다. 2016년 9월, DEC와 맨해튼 지방 검사실은 450만 달러 이상의 상아 

상품을 판매한 골동품 가게 주인을 검거한 이후로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코끼리 상아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미국 멸종위기종법(U.S. Endangered Species Act)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법(U.S.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코끼리와 그 신체 일부의 국제 상업 거래는 

미국과 다른 181개국이 무역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조약인 야생 동물 및 식물 멸종 위기종 국제 무역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의해 금지됩니다. 일부 국가의 현지 

성공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수만 마리의 코끼리가 상아로 인해 

불법으로 도살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만 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989년 

이래로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는 약 400,000마리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협회는 2010-2012년 사이에만 세계 전역에서 약 100,000마리(매일 약 96마리)가 

밀렵되어 상어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http://www.traffic.org/home/2017/7/26/trade-study-sets-new-baseline-for-monitoring-us-elephant-ivo.html


천연 자원 보호 위원회 야생동물 무역 이니셔티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s Wildlife Trade Initiative)의 Elly Pepper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상아가 폐기된 것과 같이, 코끼리의 삶은 상아에 대한 불법적인 수요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생물은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밀렵 위기가 

계속되고 멸종이 가속화됨에 따라, 코끼리는 이러한 행사와 같은 전세계의 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Brooke Runnette 수석 

프로그램 및 영향 담당자 겸 수석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의 귀중한 야생동물과 야생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스토리텔링의 결합된 힘을 

사용하여 야생동물 범죄를 밝혀내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공동체와 이해 관계자들이 

행동하도록 격려하여 코끼리와 다른 종들이 향후 세대를 걸쳐 번영할 수 있게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AZA)의 Kris Vehrs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ZA 인증 동물원과 수족관은 대중에게 불법 야생 동물 

매매의 비극적 여파와 야생 코끼리와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년간 교육해 

왔습니다. 압수한 상아 수 톤을 폐기한 DEC, 야생동물 보호 협회, 다른 회원 및 파트너와 

이곳에서 연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ZA 승인 동물원의 코끼리는 대중을 

교육하고, 평생에 걸친 자연 보호 활동가를 양성하며, 주요 야생동물 보호 노력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대사입니다. AZA는 계속해서 야생 동물 거래 인식을 제고하고, 

회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AZA 인증 동물원 및 수족관 방문객들에게 야생 코끼리의 

고난과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교육할 것입니다.”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Iris Ho 야생동물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톤에 가까운 상아 장신구를 폐기함으로써, 

밀렵꾼들에게 상아로 인해 잔인하게 희생당한 장엄한 코끼리와 그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아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때까지 아프리카 

코끼리는 멸종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비극적이고도 명백한 지표입니다. 매일 감소하고 

있는 나머지 코끼리 개체를 보호해야 하며,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와 같은 

사법집행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상아 판매를 단속하고 이 산업을 완전히 종식시키야 

합니다.”  

  

국제 동물 복지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북미 지역 국장 Jeff 

Floc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공약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아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코끼리 도살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상아 폐기 행사는 이곳에 모인 뉴욕주와 모든 파트너들이 상아 밀매 시장의 

종식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아는 코끼리의 것입니다. 끝.”  

  



상아 폐기 행사는 1989년부터 정부가 밀렵꾼, 중개업자 및 구매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아를 

시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상아 폐기가 시장을 축소시켜 결국 상아 거래의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상아 폐기 

행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비슷한 행사가 홍콩, 필리핀, 가봉, 케냐, 벨기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리더이자 미국 야생 동물 밀매 방지 연합(U.S. Wildlife Trafficking 

Alliance) 회원사인 Tiffany & Co.는 이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코끼리 보호 지원에 코끼리 

참 및 브로치 콜렉션 수익 100%를 기부하는 Tiffany Save the Wild를 런칭하였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19개 국가와 영지가 약 코끼리 14,600마리분인 압수된 상아 

320,000파운드(145미터톤) 이상을 폐기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3/06/130618-philippines-ivory-crush-elephants-poaching-world-asia/
http://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4/04/140409-elephant-ivory-trafficking-eu-brussels-ifaw-ivory-crushes-world/
http://tiffany.com/savethewild#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