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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기상정보로
봄철 알레르기 주의하세요!
- 기상청, 봄철 꽃가루농도 기상정보 제공 실시(4월~10월) -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국내 ‘ 꽃가루농도 정보’ 를 제공한다.

○

꽃가루는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 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중 하나이며, 알레르기 결막염과 천식을 유발한다.
*국민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부, 2018)

□ 기상청은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는 4월에서 6월까지, 잡초류는 8월에서 10월까지 제공 중이다.

○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 를

포함한 생활기상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 테마날씨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기상조건 (평균기온, 일교차, 풍속 등)에

따른 꽃가루농도를 모레까지

일 단위로, 매일 2회(06, 18시) 4단계(△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로
구분하여 대응요령과 함께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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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농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외출할 때에는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매우 높음’ 단계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꽃가루농도위험지수(참나무) 예시(’20.4.22.)>

*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테마날씨> 생활기상정보> 보건기상지수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 더불어, 꽃가루 달력을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www.nims.go.kr > 기상
기후이야기 > 꽃가루)을 통해 제공한다 .

○ 꽃가루 달력은 8개 도시에서 11년(2007~2017년)간 관측한 정보를 기반
으로 개발되었으며, 13 종의 우리나라 대표 꽃가루 유발 식물에 대해

△

4 단계(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로 구분된 꽃가루 날림 정도를

알려준다.
구분
꽃가루
유발 식물
(총 13종)
지역

꽃가루 달력
△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밤나무 △잔디류 △돼지풀 △환삼덩굴 △쑥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제공 기간

▸연중

제공 정보

꽃가루 날림 정도 4단계(△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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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달력 외에도 △꽃가루와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채집과
현미경을 이용한 판독법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유 발 식 물
△오 늘 의 꽃 가 루 도 함 께 제 공 한 다 .

○

오늘의 꽃가루는 현재 수도권(구리시)에서 관측되는 일별 꽃가루
정보로 꽃가루 달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올해의 꽃가루 변동 추이를
알 수 있다.

’21년

’20년

< 2020년과 2021년 일별 측백나무 꽃가루 농도(서울)>

* 첫 발생일(‘20.2.25과 ’21.2.21)은 20년에 비해 4일 정도 앞서 발생하였음

□

박광석 기상청장은 “올해 봄철은 기후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음을 유념하여 국민이 꽃가루농도 위험지수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라고 밝혔다 .

□ 붙임

:

꽃가루 정보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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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꽃가루 정보 제공 현황

□ 꽃가루 정보 비교
구분
꽃가루 유발
식물

지역

꽃가루 달력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밤나무 △잔디류 △돼지풀
△환삼덩굴 △쑥 (총 13종)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소나무 △참나무 △환삼덩굴

3,800여 개 동 네 예 보 지 점
▸△소나무(4~6월) △참나무(4~6월)

제공 기간

▸연중

△환삼덩굴(8~10월)
▸매일 2회(06, 18시)

제공 정보

꽃가루 날림 정도 4단계1)

오늘~모레까지의
예측 4단계

꽃가루

위험지수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꽃가루 달력(예시)

1) 꽃가루 달력은 관측 값을 통계 처리함으로써 생물계절 관점에서 꽃가루 날림시기를 제시한 것임. 따라서 해당
년도의 기온, 강수량, 일조에 따라 달력에 제시된 날림 기간 보다 1~2주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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