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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01.0시 기준)

구분
2021년 9월

9.24.(금) 9.25.(토) 9.26.(일) 9.27.(월) 9.28.(화) 9.29.(수) 9.30.(목)
총 확진자 1102 931 755 721 991 884 842

10세미만(명),(%) 89 8.1% 77 8.3% 75 9.9% 57 7.9% 66 6.7% 52 5.9% 54 6.4%

10대(명),(%) 112 10.2% 91 9.8% 87 11.5% 73 10.1% 111 11.2% 89 10.1% 101 12.0%

20대(명),(%) 216 19.6% 203 21.8% 157 20.8% 156 21.6% 224 22.6% 197 22.3% 197 23.4%

30대(명),(%) 246 22.3% 176 18.9% 125 16.6% 140 19.4% 192 19.4% 172 19.5% 162 19.2%

40대(명),(%) 201 18.2% 166 17.8% 135 17.9% 115 16.0% 169 17.1% 150 17.0% 121 14.4%

50대(명),(%) 111 10.1% 100 10.7% 84 11.1% 75 10.4% 101 10.2% 98 11.1% 104 12.4%

60대(명),(%) 70 6.4% 62 6.7% 45 6.0% 57 7.9% 75 7.6% 76 8.6% 55 6.5%

70대(명),(%) 31 2.8% 31 3.3% 23 3.0% 26 3.6% 32 3.2% 25 2.8% 25 3.0%

80대 이상 26 2.4% 25 2.7% 24 3.2% 22 3.1% 21 2.1% 25 2.8% 23 2.7%

감염경로 조사 중 526(47.7%) 383(41.1%) 320(42.4%) 305(42.3%) 534(53.9%) 358(40.5%) 327(38.8%)

확진자 접촉 473(42.9%) 478(51.3%) 394(52.2%) 361(50.1%) 437(44.1%) 454(51.4%) 472(56.1%)

집단사례 관련 80(7.3%) 55(5.9%) 28(3.7%) 25(3.5%) 12(1.2%) 64(7.2%) 34(4.0%)

신규 집단발생 1 3 2 2 3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01.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90,954
(전일 대비 +824)

11,763
(+468)

78,385
(+353)

806
(+3)

1.27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45,905 210,125 335,78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01.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0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03,681 10,234,423 141,741 6,425,909



 - 전날 대비 2,486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13,773명(275,5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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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46 84 156 27 36 24 7 817 52 39 59 32 29 59 68 9 35 2,48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4,596,22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113,426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169,025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분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10.01.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0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43,752 39,347,573 541,143 25,713,009



-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변이에도 효과” 연내 FDA승인 목표

- 하루 확진 3만명대에도 일상생활...영국의 ‘위드 코로나’

- 美, 3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 감소 전망...확진자 2주 넘게 하락세

- 일본도 규제 해제...각국 ‘위드 코로나’로 속속 전환

- “러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V’ 3상 종료...효능·안전성 뛰어나”

- 10월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일상회복 대비해 수칙 단순화할 듯

-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고 백신 인센티브 확대할 듯

-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결혼식 식사 99명까지 가능해질 듯

- 154개 시민단체 “확진자 말고 중환자 숫자로 1~4단계 구분을”

- “백신패스는 사실상 접종 의무화” 논란 확산

- 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우려...“기저질환 등 고려해 보완해야”

- “확진자 숫자 아닌 입원 가능 병상수가 일상회복 가를 것”

- 중증 병상 석달간 822→984 찔끔 늘어...최소 1500개 확보해야

- ‘경증·무증상’ 성인 환자도 재택치료

- ‘방역 사각지대’ 불법체류자...코로나 발생률 내국인의 9배

- “백신 무력화 변이 나올까?” 접종률 높이자 바이러스 더 강해졌다

- 유튜브, 백신 가짜뉴스 단속 강화...“안티백신 활동가 계정 삭제”

- “백신 미접종자는 PCR검사? 실현성 떨어진다”

- 성인 백신 미접종자 별도로 예약 안해도 18일부터 현장 접종

- 이번주 국민 절반 ‘백신 접종완료’

- 내년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5265억 지원

- 연내 공급예정 백신 1억2000만회분...삼바 생산물량 투입 땐 숨통

- ‘50.1%’, 217일만에 국민 절반 백신 접종 완료...1차 접종률 76.6%

- 500여만명 끝내 백신 예약 안했다...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 “1차 접종도 안 했는데 2차 통보?” 접종 속도↑ 여기저기 ‘오류’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