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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9.13.0시 기준)

구분
2021년 9월

9.6.(월) 9.7.(화) 9.8.(수) 9.9.(목) 9.10.(금) 9.11.(토) 9.12.(일)
총 확진자 481 703 643 613 573 488 402

10세미만(명),(%) 36 7.5% 38 5.4% 58 9.0% 26 4.2% 54 9.4% 50 10.2% 51 12.7%

10대(명),(%) 40 8.3% 79 11.2% 70 10.9% 53 8.6% 46 8% 52 10.7% 32 8%

20대(명),(%) 106 22.0% 151 21.5% 120 18.7% 119 19.4% 123 21.5% 81 16.6% 65 16.2%

30대(명),(%) 93 19.3% 148 21.1% 121 18.8% 116 18.9% 107 18.7% 83 17% 82 20.4%

40대(명),(%) 103 21.4% 126 17.9% 129 20.1% 120 19.6% 106 18.5% 108 22.1% 72 17.9%

50대(명),(%) 64 13.3% 99 14.1% 85 13.2% 99 16.2% 77 13.4% 49 10% 54 13.4%

60대(명),(%) 28 5.8% 45 6.4% 49 7.6% 43 7.0% 41 7.2% 44 9% 34 8.5%

70대(명),(%) 8 1.7% 12 1.7% 8 1.2% 14 2.3% 16 2.8% 14 2.9% 8 2%

80대 이상 3 0.6% 5 0.7% 3 0.5% 23 3.8% 3 0.5% 7 1.4% 4 1%

감염경로 조사 중 219(45.5%) 335(47.7%) 265(41.2%) 271(44.2%) 243(42.4%) 205(42.0%) 144(35.8%)

확진자 접촉 239(49.7%) 301(42.8%) 358(55.7%) 293(47.8%) 279(48.7%) 246(50.4%) 231(57.5%)

집단사례 관련 16(3.3%) 55(7.8%) 13(2.0%) 38(6.2%) 37(6.5%) 30(6.1%) 19(4.7%)

신규 집단발생 1 6 1 1 3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9.13.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78,269
(전일 대비 +402)

8,140
(+108)

69,361
(+294)

768
(-)

1.0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88,565 173,622 314,94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9.1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9.13.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8,805 8,270,469 9,321 4,837,904



 - 전날 대비 1,433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74,415명(245,5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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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35 31 151 14 39 17 4 402 14 35 58 10 5 25 23 4 10 1,433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3,615,05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2,457,02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888,67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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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9.1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1,645 33,152,722 25,443 20,061,878



■ 전세계 (2021.09.13.10시 기준)
- 전일 대비 1,382,565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24,322,544명(0.6%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625,974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9.13.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9.13.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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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기준, The New York Times)

       



- 영국 코로나 19 대응 다음 단계로...규제 더 풀고 백신 강조

- 미국서 고릴러 13마리, 코로나19 집단 감염

- 영국·남아공에서도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美 당국 “백신 미접종자 사망률, 접종자의 11배”

-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 ‘접종 완료율 50%, 곧 美 추월’...日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 한국 1차 접종률 미국 앞섰지만... 2차는 한 38%, 미 54%

- 1차 접종률 비슷한데... 美 백신 의무화·韓 인센티브 ‘다른 길

- 하루 확진자 비중 수도권 74% vs 비수도권 26%... 추석이 불안하다

- 육지까지 4시간... 대청도 백신접종 80대 사망 논란

- 돌파감염 최다 얀센 접종자들, 부스터샷은 언제?

- 백신 안맞아도 차별 말아야

- 서울시청 집단감염 확진 공무원 사망.."사무실 늘 빽빽“

- 인천 길병원 암센터 28명 집단감염…1개 병동 폐쇄

- 文대통령 “5년간 2.2조 투자해 백신 역량 확대…코로나 극복 기여”

- "접종 완료 시 델타 감염 70% 차단…부모님 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

- 코로나19, 결국에 감기처럼될 것…단, 많은 사람이 백신 맞을 때“

- 하루 확진 5명->1만4000명 이스라엘, "4차 접종 백신 준비"

- "10대男, 화이자부작용이 코로나 입원확률보다 4~6배 높다“

- 김포서 20대 남성, 화이자 1차 접종 후 5일만에 숨져

- 등교 확대하자 학생확진 비율 17%로 증가…접종은 언제쯤

-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 1000명 중 4명 "몸이 이상해요“

- 기저질환 없던 30대, 화이자 백신 맞고 2주 만에 숨져

- 백신접종 전후 이상반응 예방하려면…"수분보충이 필수“

- 일본에도 추월당했다..美 백신접종률 G7 국가중 최하위

- '코로나 백신' 기술로 암세포까지 죽인다

- “120kg 30대男 얀센 접종 후 뇌출혈…과체중이 기저질환이라는 정부” 靑청원

-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숨진 80대 '보상 불가' 판정… 고령자 사망 잇따라

- 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 세계 최고 수준 한국

- 바이든, 유엔총회 앞두고 대규모 백신지원 발표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