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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호랑이를 위한
WWF의 보전활동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를
6,000마리 이상으로 늘리자는
TX2캠페인 목표

6,000+

2009
13

1,500,000+

2009년부터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

13개의 호랑이
서식지 보호에 집중

150만km2가 넘는 호랑이 서식지를
아우르는 생태계 보전 활동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분류 기준

© STAFFAN WIDSTRAND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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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Panthera Tigris

일반명:  호랑이(Tiger)

계: 동물계

강: 포유강

목: 식육목

과: 고양이

속: 근연속

호랑이 알아보기

1m 가량 되는 호랑이 꼬리는 균형을 맞추고 

호랑이의 상태를 보여준다. 축 늘어져 있으면 

편안한 상태이고, 좌우로 빠르게 흔들거나 

낮게 내린 상태에서 가끔 좌우로 움직이면 

긴장했다는 뜻이다. 

붉은 주황색 털에 검정 줄무늬, 

사이즈와 길이가 다른 줄무늬 사이에는 

밝은 갈색 털이 나는데 고양잇과 동물의 특징이다. 

그리고 줄무늬는 호랑이마다 모두 다르게 생겼다. 

이마에 새겨진 왕(王)자는 

수컷 호랑이의 상징이다.

주로 돼지와 사슴, 노루, 너구리, 거북이, 

야생 조류 등 무엇이든 잘 먹는다. 3~7

일에 한 번 사냥하면 다음 사냥까지 먹지 

않고 버틴다.

털로 싸인 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겨, 몰래 

뒤에서 덮쳐 먹이를 잡는다.

호랑이는 100일 정도의 임신 기간을 거쳐 

2~5마리를 낳는다. 호랑이 일생 중에는 

4~5차례만 임신하며 주로 암컷이 키운다.

야생 호랑이 현황

곶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전래동화, 1988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등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아무르 호랑이는 1921년 경주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르 호랑이뿐만 아니라 지구 상의 호랑이는 서식지 감소와 

밀렵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멸종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2000년대 야생에서는 멸종

발리 호랑이
1937년 멸종

자바 호랑이
1970년대 멸종

카스피 호랑이
1970년대 멸종

벵갈(인도) 호랑이
인도 / 방글라데시 / 네팔 / 부탄

아무르(시베리아) 호랑이
중국 / 러시아

인도차이나 호랑이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말레이 호랑이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네시아



= 호랑이 50마리

2226

인도

198

네팔

103
부탄

106

방글라데시

433
189 250

371

러시아 중국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7 최근
집계정보

없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0 2 <5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야생 호랑이

지구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인 호랑이는 가장 큰 고양잇과 동물입니다. 100년 전에는 약 100,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0

년에는 3,200마리만 남았었습니다. 3%만 남은 야생 호랑이 보전에 위해 13개국이 다음 호랑이 해인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 개

체 수를 2배, 즉 6,400마리로 늘리자는 공동 목표에 결의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절반의 시간이 흐른 2016년, 야생 호

랑이 개체 수는 3,890마리로 증가하여 야생 호랑이 보전 활동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생 호랑이 3,890마리

  

25
,000 에이커

  맑
은 공기

  깨
끗한 물

   

    음
식

   
   호

랑이 1마리

   
   

    
사람들

야생 호랑이 보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지구 상의 상징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이자, 먹이사슬의 포식자인 호랑이는 야생 동물의 개체 수를 유지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

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면, 2만 5천 에이커(약 3천만 평 이상)의 숲을 보전하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덕분에 숲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식량까지 얻게 됩니다. 즉, 야생 호랑이를 구하는 일은 생태계

를 살리는 일은 생태계의 수천 종을 살리고 수백만 명의 아시아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 NATUREPL.COM  / EDWIN GIESBERS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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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호랑이를 위한

WWF의 보전 활동

야생 호랑이

보전 프로젝트에

함께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WWF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호랑이의 날을 발족하였다. 호랑이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덫 제거를 시작으로 서식지 보전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 관련 기관과의 

공조하여 불법 밀렵품을 검역에 나섰다. 

호랑이 밀렵을 막기 위한 재정 지원과 호랑이 서식지 보호, 국외로 반출되는 불법 호랑이 제품을 

막기 위한 호랑이 보전 프로그램과 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17가지 기준이며 보호

국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평가 기준 시스템이다. 서식지와 환경 조성을 통해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 

WWF가 기여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호랑이를 포함한 야생 동물에 대한 밀

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레인저가 보호 구역에 대한 

현황과 보고를 공유하여 상호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IUCN과 함께 야생동물 거래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였고 세관 직원 교

육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TRAFFIC 활동 중에서도 WWF

는 특히 호랑이 보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야생 호랑이가 남아있는 13개국의 협력으로 호랑이 보전 프로그램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

극적인 보전 활동을 촉구하였다. WWF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2배로 늘리자는 목표로 TX2캠페인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호랑이 뼈로 만든 약

불법 무역으로세관에 적발된 호랑이 가죽

야생 호랑이에게 부딪힌 위협 야생 호랑이를 위한 WWF의 역할

• 각국의 지도자가 호랑이 보전을 우선 과제로 고려하도록 촉구

•  전문적인 야생 동물 보전을 위해 레인저를 교육하고 야생 호랑이를 더욱 철저하게 보전하기 위한 

 기준(CA|TS)과 기술(SMART)을 향상시켜 '밀렵 근절(Zero Poaching)' 목표 달성

• 불법 야생동물 무역이 발생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 기관(TRAFFIC)과 프로젝트 진행

• 주요 호랑이 서식지와 활동 지역을 보전 

• 인간과 호랑이가 공존할 방안 모색

서식지 손실과 파괴

농업을 위한 개간과 벌목으로 인한 숲 손실, 특히 도로를 개

통하면서 호랑이의 서식지가 점점 더 작아지고 멀리 흩어지

게 되었습니다. 2006년 연구에서 호랑이 서식지가 10년 전

보다 40%가 감소하였고 개체 수는 150년 전의 7%만이 살

아남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호랑이뿐만 아니라 호랑

이의 먹이가 되는 동물도 감소하게 되었고 생존에 위협을 

느낀 일부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와 인간과 생활 영역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밀렵과 불법 무역

국내외의 강력한 법안이 있어도, 호랑이는 아직도 불법 사

냥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장식으로 사용되거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또, 호랑

이 고기는 진미로 꼽히는 데다, 호랑이 가죽과 발톱, 이빨은 

전리품으로 여겨져 무분별한 밀렵과 불법 무역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 WWF-UK / JAMES MORGAN

© DAVID LAWSON / WWF-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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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학교 학교와 야생동물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야생동물 보전과 밀렵의 근절을 

주제로 퍼레이드, 공원에서 야생동물 관찰하기 이벤트를 운영

성인 농부, 지역 지도자, 지역 학생

들소나 사슴과 같은 호랑이의 피식자가 비목재 임산물(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외의 식물)의 씨앗을 퍼트려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임을 설명

태국 사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랑이 서식지 지역 인근의 지역민들이 호랑이의 피식자를 카메라 등으로 관리하는 데 

참여. 12개 마을에 있는 300여 명의 참여자가 응답한 바에 따르면, 69~81%의 응답자가 밀렵의 표시들이 줄어들었다고 답변

방안

대상

메세지

성과

© NATUREPL.COM  / EDWIN GIESBERS / WWF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호랑이 보전 활동

현황 파악 
• 장기간의 연구와 호랑이 레인저의 활동으로 적합한 보전 활동 시작. 카메라를 설치하여 서식지를 파악하고 생태계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환경 보전 

• 중국, 인도, 러시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여 호랑이 전수 조사를 시행

서식 환경 보전 
• 2013년 네팔은 전 세계 처음으로 호랑이 외에도 코뿔소, 코끼리의 '밀렵근절'을 이루었으며, 호랑이 서식지가 있는 국가, 국제     

    NGO와 전문가에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 

• 네팔 치트완 국립공원과 시호테알린 산맥 보호구역이 '호랑이 보전 표준(CA|TS)'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선정

레인저 업무 지원 
• 아시아 야생 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해 힘쓰는 레이저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상호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공유하고자 '아시아 

    레인저 연합' 조직

개체 수 증가 
• 보전 활동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관심 덕분에 2016년 봄 처음으로 전 세계 야생 호랑이 개체 수가 3,890마리로 증가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는 야생동물 밀렵을 저지하고 호랑이를 보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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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의 후원으로
WWF가 야생 동물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WWF 레인저의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야생 호랑이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전 세계 후원자의 관심

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야생 호랑이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노력은 지구에 미치는 변화를 줄여 야생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와 환경을 보전하게 됩니다. 

야생 호랑이에 관심을 두고 주변에 알리기 후원금 20,000원으로 매달 캄보디아 레인저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부츠 한 켤레 구입

야생 호랑이가 서식하는 숲을 보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기
후원금 50,000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호랑이 서식지를 탐사 및 조사하기 위해

1일간 활동하는 비용

자연 지대를 탐사할 때에는 생물종을 배려하는 생태 관광 수칙 지키기
후원금 100,000원은 네팔 호랑이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나무 모종 2,000포기를

심는 비용

수입품보다 유통 경로가 짧아,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기
후원금 300,000원으로 태국에서 하나의 마을 주민 모두에게 호랑이와

공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숲을 아끼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FSC제품 이용하기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활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아 에너지 아끼기

물을 절약하여 전 세계 담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여하여 담수 생물종을 

보전하는 데 힘을 보태기

전 세계 생물종 뿐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

온·오프라인으로 WWF의 야생 호랑이를 포함한 생물종 보전활동 동참하기

© Gary Van Wyk / The Ginkgo Agency / Whiskas / WWF-UK

*WWF는 레인저가 적합한 활동을 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역은 지역과 장소, 프로젝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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