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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벚꽃 개화, 평년보다 3~5일 정도 빠를 듯 

서귀포에서 3월 23일 시작해서 서울에서 4월 6일경 개화 

날씨로부터의 자유, 날씨와 함께하는 행복 – 웨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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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벚꽃 개화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3~5일 정도 빠르겠으며, 남해안 일부 지역은 평년보

다 1~2일 정도 빠르겠다.  

○ 벚꽃은 3월 23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6∼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4월 6

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8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귀포에서는 

3월 30일 이후, 남부지방에서는 4월 2일∼7일경, 중부지방에서는 4월 7일~4월 13일경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 서울은 4월 6일 개화하여, 4월 13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벚꽃의 개화는 3월 중 기온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개화예상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첨부1] 2016년 주요도시 및 군락지 벚꽃 개화 예상시기 

[첨부2] 2016년 벚꽃 개화시기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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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6년 주요도시 및 군락지 벚꽃 개화 예상시기 

주요도시 
벚꽃 

예상일 평년(평년차) 2015 년(편차) 

서귀포 3.23 3.24 (-1) 3.25 (-2) 

부산 3.26 3.28 (-2) 3.28 (-2) 

통영 3.28 3.30 (-2) 3.28 (±0) 

여수 3.29 4. 2 (-4) 3.28 (+1) 

광주 3.29 4. 2 (-4) 3.29 (±0) 

전주 3.31 4. 5 (-5) 3.26 (+5) 

대구 3.26 3.31 (-5) 3.28 (-2) 

포항 3.27 3.31 (-4) 3.27 (±0) 

대전 3.31 4. 5 (-5) 3.29 (+2) 

청주 4. 3 4. 7 (-4) 4. 2 (+1) 

수원 4. 7 4.10 (-3) 4. 4 (+3) 

서울 4. 6 4.10 (-4) 4. 3 (+3) 

인천 4. 9 4.13 (-4) 4. 8 (+1) 

강릉 4. 2 4. 5 (-3) 4. 3 (-1)  

춘천 4. 8 4. 12 (-4) 4. 4 (+4) 

평균   (-3.6) (+1.0) 

 

주요 군락지 예상일 2015 년(편차) 

진해 여좌천 3.26 3.27 (-1) 

하동 쌍계사 십리벚꽃길 3.27 3.28 (-1) 

청주 무심천변 4. 2 3.31 (+2) 

전주-군산간 번영로 4. 2 4. 5 (-3) 

경주 보문단지 3.30 3.30 (±0) 

서울 여의도 여의서로 4. 7 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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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016년 벚꽃 개화시기 예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