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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9.28.0시 기준)

구분
2021년 9월

9.22.(수) 9.23.(목) 9.24.(금) 9.25.(토) 9.26.(일) 9.27.(화) 9.28.(수)
총 확진자 548 708 1102 931 755 721 991

10세미만(명),(%) 34 6.2% 53 7.5% 89 8.1% 77 8.3% 75 9.9% 57 7.9% 66 6.7%

10대(명),(%) 44 8% 70 9.9% 112 10.2% 91 9.8% 87 11.5% 73 10.1% 111 11.2%

20대(명),(%) 109 19.9% 131 18.5% 216 19.6% 203 21.8% 157 20.8% 156 21.6% 224 22.6%

30대(명),(%) 118 21.5% 132 18.6% 246 22.3% 176 18.9% 125 16.6% 140 19.4% 192 19.4%

40대(명),(%) 113 20.6% 140 19.8% 201 18.2% 166 17.8% 135 17.9% 115 16.0% 169 17.1%

50대(명),(%) 64 11.7% 93 13.1% 111 10.1% 100 10.7% 84 11.1% 75 10.4% 101 10.2%

60대(명),(%) 46 8.4% 53 7.5% 70 6.4% 62 6.7% 45 6.0% 57 7.9% 75 7.6%

70대(명),(%) 11 2% 28 4.0% 31 2.8% 31 3.3% 23 3.0% 26 3.6% 32 3.2%

80대 이상 9 1.6% 8 1.1% 26 2.4% 25 2.7% 24 3.2% 22 3.1% 21 2.1%

감염경로 조사 중 237(43.2%) 335(47.3%) 526(47.7%) 383(41.1%) 320(42.4%) 305(42.3%) 534(53.9%)

확진자 접촉 262(47.8%) 301(42.5%) 473(42.9%) 478(51.3%) 394(52.2%) 361(50.1%) 437(44.1%)

집단사례 관련 45(8.2%) 68(9.6%) 80(7.3%) 55(5.9%) 28(3.7%) 25(3.5%) 12(1.2%)

신규 집단발생 5 2 1 3 2 2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9.29.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89,247
(전일 대비 +991)

10,876
(+478)

77,570
(+511)

800
(+2)

1.30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37,990 203,625 334,36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9.29.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9.29.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75,272 10,058,144 184,775 6,142,578



 - 전날 대비 2,885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08,725명(272,7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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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52 108 151 28 28 27 10 989 20 83 75 41 23 88 81 5 26 2,885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4,485,260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038,918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137,61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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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9.2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56,982 38,769,866 689,322 24,642,525



- 바이든 “제발 옳은 일 해달라”...美, 백신접종률 높이기 총력

- 백신접종 완료 82% 싱가포르, 신규확진 2천 200여명 역대 최다

- 미국 뉴욕,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의료 인력 해고·휴직 사태 현실화...‘의료대란’ 여부 주목

- 호주도 ‘위드 코로나’로 가나...시드니 등지 봉쇄령 단계별 해제

- 외국인 확진율, 내국인의 9배...접종률은 절반

- 집단면역 갈 길 바쁜데...30대 미접종자·외국인 근로자 ‘백신 사각’

-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백신 패스 검토”

- 권덕철 “확진자 3000명대 나와도 거리두기 강화 안한다”

- “접종자·완치자·음성 확인 땐 다중이용시설 단계 허용 검토”

- “영업제한, 24시까지로 완화한 뒤 해제”...‘위드코로나’ 사전작업 속도

- 일상·방역 균형점 찾는다...의료 체계 감당할 범위가 관건

- 부스터샷 놓고 시민 의견 분분 의료계선 “합의없는 강행 안돼”

- 비수도권 환자도 증가세 거리두기 재연장 불가피

- 코로나 확진자 연일 급증에 수도권 병상 ‘경고등’

- 코로나 신속 검사로 ‘최대 등교’ 안전 대비

- “말로만 전자경매” 집단감염 키운 가락시장

- 코로나 치료시설에 1급 발암물질 배출

- 조부모도 못가는 돌잔치...업계 “고사직전”

- 실내 노마스크, 코로나 감염 위험 2배

- 올겨울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우려...‘트윈데믹’주의보

- “중고생 접종 괜찮나” 학부모들 불안...전문가 “맞는 게 더 이익”

- ‘기타 항목’으로 묶인 여성만의 고통

- 백신 이상반응 신고 967만건 보상은 0.044% 불과

-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외산에 목매야 하나

- 게임체인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초읽기...선구매 속도내나

- 접종 완료 68만여명 늘어...‘사망 의심’ 20건 추가신고

- 모더나 화이자 백신 연이은 사망에 미접종자 예약률 저조?

- 형광 내뿜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 높인다

- 화이자, FDA에 어린이 백신 임상데이터 제출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