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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9.08.0시 기준)

구분
2021년 9월

9.1.(수) 9.2.(목) 9.3.(금) 9.4.(토) 9.5.(일) 9.6.(월) 9.7.(화)
총 확진자 698 520 580 448 400 481 703

10세미만(명),(%) 59 8.5% 32 6.2% 30 5.2% 31 6.9% 37 9.3% 36 7.5% 38 5.4%

10대(명),(%) 65 9.3% 48 9.2% 45 7.8% 44 9.8% 51 12.8% 40 8.3% 79 11.2%

20대(명),(%) 149 21.3% 104 20.0% 130 22.4% 93 20.8% 63 15.8% 106 22.0% 151 21.5%

30대(명),(%) 124 17.8% 104 20.0% 125 21.6% 100 22.3% 73 18.3% 93 19.3% 148 21.1%

40대(명),(%) 128 18.3% 96 18.5% 106 18.3% 81 18.1% 69 17.3% 103 21.4% 126 17.9%

50대(명),(%) 114 16.3% 82 15.8% 85 14.7% 43 9.6% 63 15.8% 64 13.3% 99 14.1%

60대(명),(%) 44 6.3% 39 7.5% 46 7.9% 38 8.5% 34 8.5% 28 5.8% 45 6.4%

70대(명),(%) 9 1.3% 7 1.3% 11 1.9% 14 3.1% 8 2.0% 8 1.7% 12 1.7%

80대 이상 6 0.9% 8 1.5% 2 0.3% 4 0.9% 2 0.5% 3 0.6% 5 0.7%

감염경로 조사 중 253(36.2%) 190(36.5%) 229(39.5%) 203(45.3%) 163(40.8%) 219(45.5%) 335(47.7%)

확진자 접촉 316(45.3%) 265(51.0%) 298(51.4%) 204(45.5%) 223(55.8%) 239(49.7%) 301(42.8%)

집단사례 관련 119(17.0%) 56(10.8%) 49(8.4%) 34(7.6%) 11(2.8%) 16(3.3%) 55(7.8%)

신규 집단발생 2 6 4 4 1 1 6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9.08.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75,550
(전일 대비 +703)

8,316
(+39)

66,473
(+663)

761
(+1)

1.0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74,869 164,954 309,91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9.0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9.08.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54,015 7,746,482 110,234 4,512,536



 - 전날 대비 2,05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65,423명(237,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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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31 60 120 43 39 47 7 691 33 41 84 30 22 24 69 8 36 2,05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3,519,670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2,355,753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898,49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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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9.0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573,321 31,323,194 420,018 18,807,546



■ 전세계 (2021.09.08.10시 기준)
- 전주 금요일 대비 754,59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21,760,155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583,26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9.07.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9.07.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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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기준, The New York Times)

       



- 유럽, 백신 접종 완료한 16세 이상에 대해 3차 접종 검토...미국,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부스터샷 시행

- 델타변이·접종 시간 경과 따른 백신 효과 감소로 부스터샷 필수화...이스라엘, 지난달부터 부스터샷 12세 

이상으로 확대

- 델타 변이 확산에 영국·싱가포르 ‘위드코로나’ 흔들

- 미 공항세관, 맞춤법조차 허술 ‘중국산 가짜 백신카드’ 적발

- 세계 1호 인도서 승인...DNA 백신 개발 탄력받나

- 수도권 확진 급증...‘조마조마 추석’

- 대규모 인구 이동 2주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 2배...7일 확진자 1597명

- 방역당국, “2주 뒤 추석 연휴 고려하면 수도권 줄어야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도 줄어”

-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97%에 달해...등교 확대와 연휴까지 맞물려 확진자 규모 더 불어날 가능성

- ‘위드코로나’ 말 나오더니...“확진자 2000명 넘어, 고비‘

- 정은경 “10월말 국민 70% 2차접종이 위드코로나 전환 전제”

- 정은경 청장, “10월 말까지 고령자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 접종 완료 목표...10월말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 성인 1000명 설문조사, 응답자의 73% “일상 속 코로나”로 방역전략 전환 찬성

- 추석연휴와 환절기 9월이 중대고비...하루 확진 2000명 추이 이어지면 단계적 일상 회복 더 뒤로 미뤄야

- 백신의 안정적 공급 역시 관건...의료체계 재정비하는 것도 급선무

- 과도한 기대와 낙관 갖게 하는 것도 금물...전문가, “방역 완화로 여기거나 코로나 종식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

- 정부 “백신, 사망 예방효과 96%...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확대”

- 잔여백신 2차 접종도 ‘SNS예약’ 가능해진다

- 추진단, 잔여백신 대량 폐기 우려에 다음 주부터 2차 접종도 SNS로 당일 예약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중

- 잔여백신 1차 접종 대상 늘리기 위해 우선 접종 대상을 희망자 전체로 확대

- 잔여백신 2차 접종 땐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까지 1·2차 접종간격 단축 가능

- 백신 숨통 틔웠지만...“접종간격 조정 내달까지 수급 봐야”

- 전 국민 1차 접종률 60% 넘어...‘추석 전 70% 1차 접종 달성’ 목표도 무난할 전망

- 하루 동안 새로 접종한 인원 136만 명, 접종 이후 일일 최다치...50대 이상 1차 접종률 90% 이상

- 모더나, 총 815만 회분 국내 도입...8일엔 개별 계약한 화이자와 루마니아에서 제공하는 화이자도 도착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