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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9.03.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2021년 9월

8.27.(금) 8.28.(토) 8.29.(일) 8.30.(월) 8.31.(월) 9.1.(화) 9.2.(수)
총 확진자 542 480 408 434 639 698 521

10세미만(명),(%) 38 7% 42 8.8% 36 8.8% 26 6% 49 7.7% 59 8.5% 31 6%

10대(명),(%) 52 9.6% 43 9% 27 6.6% 48 11.1% 62 9.7% 65 9.3% 48 9.2%

20대(명),(%) 135 24.9% 111 23.1% 77 18.9% 87 20% 127 19.9% 149 21.3% 104 20%

30대(명),(%) 113 20.8% 98 20.4% 86 21.1% 81 18.7% 119 18.6% 124 17.8% 105 20.2%

40대(명),(%) 73 13.5% 73 15.2% 70 17.2% 75 17.3% 117 18.3% 128 18.3% 96 18.4%

50대(명),(%) 83 15.3% 63 13.1% 69 16.9% 67 15.4% 85 13.3% 114 16.3% 82 15.7%

60대(명),(%) 31 5.7% 33 6.9% 30 7.4% 43 9.9% 63 9.9% 44 6.3% 39 7.5%

70대(명),(%) 11 2% 11 2.3% 7 1.7% 5 1.2% 14 2.2% 9 1.3% 7 1.3%

80대 이상 6 1.1% 6 1.3% 6 1.5% 2 0.5% 3 0.5% 6 0.9% 9 1.7%

감염경로 조사 중 215(39.7%) 193(40.2%) 137(33.6%) 154(35.5%) 275(43.0%) 283(40.5%) 196(37.6%)

확진자 접촉 244(45.0%) 221(46.0%) 228(55.9%) 244(56.2%) 335(52.4%) 376(53.9%) 277(53.2%)

집단사례 관련 68(12.5%) 58(12.1%) 37(9.1%) 22(5.1%) 20(3.1%) 29(4.2%) 39(7.5%)

신규 집단발생 3 3 6 1 2 2 6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9.03.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72,939
(전일 대비 +521)

8,193
(-252)

62,992
(+1,145)

754
(-)

1.04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63,720 157,156 306,56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9.0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9.03.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9,522 7,299,385 120,344 3,980,657



 - 전날 대비 1,70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57,110명(228,618명 격리해제)의 누적 환자 보고

   ※국내 발생 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합계

소계 542 58 52 118 43 46 35 4 521 18 30 81 28 15 46 51 10 11 1,709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3,286,682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2,204,374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825,198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9.0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9.0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85,574 29,644,464 498,924 16,783,832



■ 전세계 (2021.09.03.10시 기준)
- 전 일 대비 595,12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8,921,481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549,97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9.02.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9.02.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9.01. 기준, WHO)

③ 국외 발생현황 Global Situation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_by_country_and_territory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 국가별 (2021.09.02. 기준, The New York Times)

       





- 뮤 변이 벨기에 요양원서 7명 사망, 모두 백신접종 완료자

- 미 "16세 이상 헌혈자 중 83% 코로나 면역"…접종률 웃돌아

- 미국, 코로나 확진 3주새 50만명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 “새 변이가 코로나 상황 1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어” 전문가들 영국 변이에 경고

- ‘노마스크’ 영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프랑스 추월

- 인도, 코로나 대유행 비극 후 ‘집단 면역’ 

- 모더나 102만회분 도착... 질병청, 추석 앞 접종 독려

- ‘백신 인센티브’ 확대... 추석연휴 전국 8인까지 모임 허용 유력

- “백신, 백혈병·월경장애 유발 근거 없어”

- 코로나 완치자는 백신 필요없다? 맞으면 ‘부스터샷’ 효과

- 질병관리청, 방역 중심에 다시 서야

- 오락가락 ‘백신 인센티브’

- 야외 ‘노 마스크’ 실험

- 추석 방역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 걸음

- 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모임은 최대 6명까지

- 신규확진 1천709명, 59일째 네 자릿수…거리두기 한달 재연장

- 임시 선별검사소서 383명 확진…수도권 318명-비수도권 65명

- "백혈병·월경장애, 백신 연관 없다" 발표 '불신'…전문가들 "과학적 근거 믿어야

-  소상공인 단체 "1차 접종자도 혜택줘야…식당 영업은 자정까지“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거리두기 힘든 특수학교, 주 1회 코로나19 검사했더니 방역효과 ↑

- 1차접종 18만5천574명↑ 총 2천964만4천464명…인구대비 57.7%

- AZ·화이자 교차접종 괜찮다더니.."팔에 혈관 터져 회사도 못가

- 미 코로나 타격 큰 지역주민들 백신 맞는다…접종률 상승

- 이탈리아 총리 "전국민 백신 의무화할 수 있다

- 일본 도쿄서 항체 칵테일 요법으로 환자 80% 회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