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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머레이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world’s leading authority 
on climate change, has recognized the significant GHG mitigation potential of biomass – as 
much as 80 to 90% – provided that it is developed sustainably and used efficiently. Canadian 
wood pellet producers are committed to combatting climate change by supplying the world 
with green energy from renewable, sustainable biomass – and that means delivering on our 
sustainability commitments with transparency.  
세계 기후변화의 주도적 기관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속가능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최대 80에서 90%까지 바이오매스의 
상당한 온실가스 완화 잠재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캐나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재생가능 
지속가능적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진 그린에너지를 세계에 공급하여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그것은 투명성과 함께 우리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Wood biomass from sustainably managed forests delivers significant benefits in GHG 
reductions compared to fossil fuels. Wood pellet producers in Canada source their fibre 
responsibly - Canada’s forests are among the most resilient and sustainably managed on earth, 
with robust regulation, comprehensive monitoring and enforcement and extensive third-party 
certification.  
지속가능적으로 관리된 산림으로 만든 목재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감소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캐나다의 목재펠릿 제조사는 섬유를 책임있게 구입합니다. 
캐나다 산림은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있고 지속가능적으로 관리된 산림 중의 하나로, 
강력한 규제, 포괄적인 감시와 시행, 그리고 광범위한 제 3자 인증으로 경영됩니다. 
 
Wood pellet production in Canada serves to maximize the use of every tree harvested - all of 
our fibre is either a direct by-product of the lumber industry, or the purposeful extraction of 
dead, diseased or damaged or low quality trees. By creating a valuable energy product from 
material that once went to waste in Canada’s highly integrated forest sector, Canadian wood 
pellet producers are proud to supply our global customers with responsible, low carbon energy.  
캐나다의 목재펠릿 생산은 벌목하는 한그루의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펠릿에 
사용되는 섬유는 임산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부산물이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하자가 
있거나 저품질 나무에서 의도적으로 추출된 것입니다. 매우 통합적인 캐나다 
산림업계에서 이전에는 버려졌던 재료로 소중한 에너지제품을 생산하며, 캐나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책임있는 저탄소 에너지를 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You can listen to Gordon’s full overview of Canada’s sustainable wood pellet sector here  



캐나다의 지속가능적 목재펠릿 분야에 대한 고든의 전체 개요는 여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