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목재펠릿: 책임감있고 재생가능한 그린에너지

관련기사: 펠릿 관련 통계
오늘날 캐나다 임산업계는, 전통적으로 폐기물로 버려졌던 벌목 후
남은 산림 잔여물, 제재 후 남은 잔여물 그리고 저품질 통나무를 이
용해 점점 더 많은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목재펠
릿은 전 세계로 판매되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화석연료를 대
체하며 중요한 세계 기후변화 목표 달성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기관인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패널
(IPCC)은 바이오매스가 지속가능적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사용
될 경우, 온실효과가스를 80-9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
정했습니다.
그림1. 지속가능적으로 경영된 캐나다 산림의 탄소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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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의 100%가 제재소 폐기물,
벌목 후 남겨진 잔여물이나 저품
질 통나무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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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간 벌목의 0.04%를 목
재펠릿 생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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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 1,566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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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목재펠릿과 같은 생물성 물질
모두는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만, 궁극적으로 대기에 미치는 영향
펄프 종이 제
품 60% 재
을
결정하는 것은 CO2의 출처입니다.
활용
석탄은 매우 효율적인 연료로, 바이오
매스보다 킬로그램당 더 많은 에너지
목재 50%
를 공급하지만, 재생가능하지 않습니다.
석탄은 생성되는데 수백만년이 걸린 이산
화탄소 흡수대에서 채굴되기에, 에너지 생
나뭇조각 30%
제재소
산을 위해 연료로 연소될 때 대기 중 CO2 및
다른 온실가스배출 총량이 늘어납니다. 목질계
통나무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나무가 지난 150년간 대기에
서 흡수한 탄소를 연소하면서 생깁니다. 이 나무에서 나
일반적으로 95%
오는 대부분의 탄소는 오랫동안 임산물에 머물렀고, 캐나다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는 벌목지가 재조림되고, 벌목 후 1년 내내
대기에서 CO2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목질계 바이
오매스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며, 화석연료 의 중요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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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목재펠릿은 전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의 잔여물로만 생산됩니다. 캐나다의 산림은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산림 중 하나로, 엄격한 환경 규제, 세심한 관리 및 광범위한
제3자 인증을 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목재펠릿업계는 이미 벌목된 산림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캐나다 임
산업계는 매년 캐나다 상업용 산림의 1% 이하를 벌목하고, 그 중 4% 이하가 펠릿 생산에
사용됩니다. 펠릿 생산에는 제재소, 펄프공장과 판재-보드 공장 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임
산업계가 사용하지 않은 재료인 톱밥, 대팻밥, 벌채 잔여물과 저품질 통나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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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무의 가치 극대화
캐나다 임산업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고, 벌목된 모
든 나무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제조사가 나
무 품질을 먼저 평가한 후 각 통나무에서 어떤 제품
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 한다는 뜻입니다. 제재소의
통나무 가공 과정에서 다수의 부산품들이 만들어
집니다. 이 중 주 제품은 목재로, 평균 각 통나무의
45%를 사용 합니다. , 1/3은 펄프 조각이 되고, 목

재나 펄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톱밥과 대팻밥으
로 펠릿의 원재료로 쓰입니다. 펠릿산업은 제재소
의 산림 활용률을 높이고 캐나다인을 위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산림 가치도 높였습니다. 현재 평균적
으로 제재소 잔여물은 펠릿공장의 섬유질 투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림 2. 현대식 제재소에서 일반통나
무로 만든 제품

난방과 전력을 위한 목재
펠릿에 사용

주택, 가구 및
다른 원목 제품
에 사용

목재
45-55%

톱밥
20-25%

나무껍질
5-10%

나뭇조각
30-35%

화장지와 필기종이
와 같은 종이제품
에 사용

제3자 보증

인증된 수백만 헥타르

전세계 고객들은 전체 공급망 의 지속가능성을 중요
하게 여기고, 바이오매스 공급의 합법성과 지속가능
성은 그들의 비지니스 모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캐
나다산 펠릿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산림을 직접 관리
하지 않지만, 평판이 좋은 공급 회사와만 거래하고 공
급 회사의 원목 출처를 파악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섬유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산림관리위

그림3. 전세계에서 캐나다 산림 인증 2019년

캐나다

러시아

목재와 바이오매스 건조, 펠릿, 지역 에너
지 시스템 및 펄프공장 보일러에 사용

원회(FSC)와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과 같
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3자 산림경영인증으로 뒷
바침되며,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는 캐나
다 산림경영인증인 캐나다표준협회(CSA)와 지속가
능산림계획(SFI)을 지지합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로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수출하는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인증(SBP)의 표준
에 따라 제3자 인증을 받습니다. SBP는 주로 목재펠
릿 및 나뭇조각과 같이 대규모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
는 목질 바이오매스가 합법적이며 지속가능한 출처에
서 기인한 것임을 보증할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SBP는 FSC와 SFI와 CSA 산림 경영 표준
과 같은 PEFC 표준을 공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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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캐나다 산림 인증 – 2019년 (출처: http://certificationcanada.org/
wp-content/uploads/2020/02/CertificationGlobalContext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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