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재단의 활동 
산림 영역 

 

제 2 회 국제 산림 세미나 
- 양묘장 관리와 종자 파종 방법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독일 산림 분야 전문가들 및 북한 

국토환경보호성(MoLEP)과 함께 

평양에서 제 2 회 국제 산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양묘장 관리와 종자 파종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EU 가 지원하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재조림 사업의 

일환이며 한스 자이델 재단과 

국토환경보호성이 협력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산림 분야 

전문가들과 북한 산림 부문 

관계자들 간의 교류 기회로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산림 분야의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세미나의 주요한 주제는 양묘장과 

다양한 생산 기술 그리고 종자 

파종의 방법이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독일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지방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상서리에 있는 재조림 

시범지역을 찾았으며, 평양 중앙 

양묘장에 있는 지속가능한 재조림 

센터도 방문하였다. 두 곳은 모두 EU 

가 지원하는 한스 자이델 재단과 

국토환경보호성의 협력 프로그램에 

속한다.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와의 
만남 

2016 년 2 월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에서 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의 김관호 박사 그리고 

지달님 수석 연구원과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북한에서는 농업생산량을 

높이고 경사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10 년 넘게 임농복합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단체와 

비정부기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작년에는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함께 

임농복합경영 지침서와 프로젝트 

계획을 출판하기도 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와 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 양측 모두 보다 폭넓은 
협력과 교류에 합의했다. 

 

몽골 산림관리 교육 
- 국가 산림 인벤토리를 국제 

협력의 예시로  

6 월 초에 한스 자이델 재단이 
EU 가 지원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북한에서의 지속 가능한 재조림 
프로젝트와 관련된 산림 관계자 
교육을 몽골에서 진행하였다. 
교육은 북한 산림 부문의 대표들과 
몽골의 재조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Hanns Seidel Foundation 
"In the service of democracy, peace and development" – this is the motto that  
describes the work and mission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in more than  

50 countries worldwide. 
 

HSF Korea supports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South Korea, this includes regional development, in which the border  

region (DMZ) is especially focused upon. In North Korea, HSF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rough activities  

aiming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the DPRK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Serving 
Democracy, 
Peace and 

Development 

 



 

교육의 주요 주제 및 내용은 산림 
인벤토리와 관리를 위한 현장학습 
그리고 양묘장과 시범 재조림지를 
방문 하는 것이었다. 교육은 독일 
국제협력협회(GIZ)와 협조하여 
국가 산림 인벤토리(NFI)에 관한 
이론적인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실천적인 경험을 얻는 
것 외에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아시아 재단 야생 과학과 보호 
센터의 대표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국제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기존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대 3 차 중위도권 워크숍 개최 

 

3 월에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고려대학교와 오스트리아의 국제응용 
시스템분석연구소(IIASA)가 공동 
주관한 제 3 차 중위도권 R&D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중위도권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체계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 북한에서 진행중인 
환경 프로젝트가 기후 변화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북한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물다양성 그리고 산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중국 산림관리 교육 

-재해 위험 감소 및 국제 협력 

한스 자이델 재단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EU 지원 북한 
지속가능한 재조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북한 산림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첫 번째 목적지는 광동성 
동관에 위치한 환경 제품 회사였다.  
이 회사는 벌채된 산허리의 침식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자연 개간에 
이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이다. 이 밖에도 베이징 임업 
대학교를 방문해서 양묘장과 해충 
방제에 관한 발표를 들었으며 이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학술 
연구의 성과를 연수 참가자들이 
접할 수 있었다.   
 

제 3 회 국제 산림 세미나 
- 몽골과 북한의 국가 산림 

인벤토리 
 

6 월 중순 한스 자이델 재단은 
파트너와 평양에 모여 제 3 회 국제 
산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북한 
산림 부문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세미나는 2014 년 
이후부터 한스 자이델 재단과 
국토환경보호성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EU 지원 지속 가능한 산림 
프로젝트를 통한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세미나의 주제는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 산림 인벤토리’였다. 
북한 측에서 참가한 산림 부문 

대표들은 북한의 국가 산림 
인벤토리(NIF) 전략을 계획 
중이었다. 이틀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상서리에 있는 EU 프로젝트 
시범 재조림 사이트에서 
현장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2016 년 6 월 초에 
몽골에서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던 
교육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었으며 북한 측에서 참가했던 
관계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시범적인 실습 사례들을 익혔다. 

 

제 5 회 백두산 포럼 

2016 년 7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고려대 에코 리더 양성 
사업단(ELEC)과 연변대 장백산 
자연자원 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 
5 회 백두산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후 변화, 생태계, 
백두산과 한-중 국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새로운 
식물자원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백두산 소재 생물자원들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발전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최현아 연구원은 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자연환경 복구 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발표를 하였으며 
국제기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생태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북한 출판물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북한 국가 과학원의 교수들과 수석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행물을 지원했다. 해당 간행물은 
에너지에 관한 기본 정의 및 
개념을 다룰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경제, 에너지와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책의 중반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경제 등 다른 사회 분야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책의 후반부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의 연결고리에 관해 
항목별로 분석해 놓았으며 
청정개발체제(CDM), 적정 온실가스 
감축 활동(NAMA) 그리고 산림 개간 
및 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등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출간 사업을 통해 
북한에 국제 기준과 규약 등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분야 관련 

세미나 개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2016 년 
11 월 2 일 국립산림과학원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 남성현 
원장, 박현 국제산림연구과장, 
박경석 임업연구관과 면담을 
가졌다. 젤리거 대표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 수행하는 북한 내 
환경 및 산림 분야 사업에 관해 
발표하고 산림경관 복원에 관한 
지식을 나눴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향후 북한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6 제주 다산 컨퍼런스 

다산 컨퍼런스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융합’이란 주제로 11 월 
초에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의 주관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KOFST)였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기후 변화 및 
과학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는 ‘북한의 
기후 변화 및 산림 조성에 관한 
한스 자이델 재단의 경험’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스 자이델 재단 장학생 
- 북한의 재조림 활동에 대한 

독일의 지식 

지속 가능한 산림의 개념은 약 
300 년 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과학 관련 기관과 축적된 지식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버스발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응용과학대학(HNEE)은 
1830 년에 산림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 현재 이 기관은 재생 
에너지, 산림 보호 및 기후 변화 
적응과 같은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지난 수년 
간에 걸쳐 에버스발데 
응용과학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2016 년에 북한에서 온 2 명의 임학 
전공 학생들은 에버스발데 대학에서 
국제 산림 생태계 관리를 1 년간 
공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권 
보존 관리, 사회적 산림과 확장 
방법, 응용 조림 및 리스크 관리 
같은 과목들을 포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연수일정의 
일환으로 독일 괴팅엔 대학교 
임학과 학생들과 함께 바이에른 주 
산림 연구소를 방문하여 바이에른 
주 산림 부문에 관한 소개를 
받았으며, 한스 자이델 재단 
본부를 방문하는 동안에 독일 정치 
체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게 여전히 국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산림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출판: ‘나무모 기르기 기술 

문답집’ 

한스 자이델 재단은 양묘장 
종사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안내서로 활용 가능한 교재인 
‘나무모 기르기 기술 문답집’의 
출판을 지원하였다. 책의 첫 
장에서 나무 씨앗과 묘목을 기르는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종자 발아, 파종 기술과 
묘목 이식과 같은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산림관련기관으로 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조림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제 12 회 DMZ 국제 평화 심포지엄 

12 월 중순에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 12 회 DMZ 국제 평화 
심포지엄을 강원도에서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DMZ 접경지역의 장기 
적인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심포지엄의 참석자들은 DMZ 의 
중요성과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DMZ 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 친환경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젤리거 
박사는 한국의 DMZ 는 특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독일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의 
경우에 대규모 건축물과 도로 및 

철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교재 출판: 『양묘장 실습 안내서』  

한스 자이델 재단은 양묘장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실용적인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묘장 실습 
안내서’의 출판을 지원하였다. 이 
안내서는 양묘장의 건설과 
시설로부터 묘목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료, 식물 성장 촉진 및 다양한 
조건에서 묘목에 대한 영향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충 방제와 
같은 묘목의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 심포지엄  
–한반도 녹화 방안 모색 

12 월 14 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파리협정과 아시아 
지역 황폐지 복원 경험의 한반도 
녹화 적용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해당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 지원 
재조림 사업에 관한 근황과 경험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 임업진흥원(Kofpi), 아시아 
녹화기구(GAO), 동북아 
산림포럼이 공동으로 
주관·주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같은 여러 주제에 관해 발표 
하였다. 다른 참석자들은 자국의 
재조림, 산림 및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펠릭스 글렌크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북한 사업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 지원 재조림 사업에 
관한 현황과 경험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 국제 심포지엄 

 
12 월 21 일에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한국 임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산림경영정보학회가 주관한 
국가산림자원조사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해당 
국제심포지엄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네팔 등 총 
6 개국에서의 산림조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성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최현아 
박사도 해당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More Information about our work on Facebook;  
www.facebook.com/HannsSeidelFoundationKorea 
or at our Website: 
www.hss.de/korea/en/hom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