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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유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해로운 오염 물질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축산 분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암모니아입니다.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와 만나면 질산암모늄으로, 황산화물은 황산암모늄으로 바뀝니다.

둘 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60% 이상이 두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암모니아 배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대응은 잘되고 있을까요?

이정훈, 신방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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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기업 축사.

돼지 3만 5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돼지 분뇨가 하루 250톤씩 쏟아집니다.

분뇨와 함께 암모니아도 대량으로 배출됩니다.

축사 안 암모니아 농도를 재봤습니다.

검출량은 19ppm.

서울 도심의 천 배 수준입니다.

근처에 개인이 운영하는 축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 축사 안에서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는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 농도의 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연간 약 30만 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는 없을까?

물과 황산, 바이오 필터 등 3단계 저감 설비를 가동했더니 암모니아 농도가 20분의 1로 줄었습니
다.

물을 안개처럼 뿌려주기만 해도 3분의 1이나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장현섭/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
서 영세한 농가에서는 청소수를 이용해서 청소하거나 물을 이용해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등이 이유입니다.

또 암모니아 배출을 금지하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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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저감 효과 큰데…암모니아 관리는 뒷전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면 미세먼지는 얼마나 줄어들까?

3년 전, 한반도 미세먼지를 한미 공동 연구진이 측정했던 결과를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국내 암모니아 배출이 아예 없는 경우를 가정했더니 전체 미세먼지가 14%나 줄었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나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부문보다 효과가 더 컸습니다.

암모니아 관리는 특히 봄철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분뇨 외에도 암모니아 배출원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록진/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봄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뿌리기 때문에
비료의 주된 성분 중 하나가 암모늄입니다. 여기서 암모니아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정부의 암모니아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부문에는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관리나 친환경차 보급 등에 주력할 뿐 축산 분야에선 퇴비 처리에만 일부 예
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자동차나 공장 등 전통적인 오염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도 최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이태형/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 :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암모니아가 진짜 질산염이나 황산염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농도로
있는지 (연구가 시급합니다)."]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염원 파악과 함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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