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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94,124명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06.0시 기준)

구분
2021년 9월 2021년 10월

9.29.(수) 9.30.(목) 10.1.(금) 10.2.(토) 10.3.(일) 10.4.(월) 10.5.(화)
총 확진자 884 842 759 678 534 497 702

10세미만(명),(%) 52 5.9% 54 6.4% 61 8.0% 42 6.2% 33 6.2% 27 5.4% 45 6.4%

10대(명),(%) 89 10.1% 101 12.0% 86 11.3% 73 10.8% 80 15.0% 58 11.7% 85 12.1%

20대(명),(%) 197 22.3% 197 23.4% 166 21.9% 142 20.9% 121 22.7% 93 18.7% 135 19.2%

30대(명),(%) 172 19.5% 162 19.2% 141 18.6% 149 22.0% 94 17.6% 98 19.7% 141 20.1%

40대(명),(%) 150 17.0% 121 14.4% 128 16.9% 103 15.2% 80 15.0% 103 20.7% 117 16.7%

50대(명),(%) 98 11.1% 104 12.4% 75 9.9% 85 12.5% 56 10.5% 56 11.3% 92 13.1%

60대(명),(%) 76 8.6% 55 6.5% 56 7.4% 57 8.4% 48 9.0% 36 7.2% 51 7.3%

70대(명),(%) 25 2.8% 25 3.0% 35 4.6% 18 2.7% 9 1.7% 22 4.4% 15 2.1%

80대 이상 25 2.8% 23 2.7% 11 1.4% 9 1.3% 13 2.4% 4 0.8% 21 3.0%

감염경로 조사 중 358(40.5%) 327(38.8%) 291(38.3%) 254(37.5%) 160(30.0%) 193(38.8%) 306(43.6%)

확진자 접촉 454(51.4%) 472(56.1%) 413(54.4%) 345(50.9%) 231(43.3%) 260(52.3%) 332(47.3%)

집단사례 관련 64(7.2%) 34(4.0%) 38(5.0%) 67(9.9%) 128(24.0%) 37(7.4%) 42(6.0%)

신규 집단발생 2 2 3 2 9 6 5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06.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94,124
(전일 대비 +702)

10,849
(-98)

82,437
(+777)

821
(+6)

0.8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60,613 214,095 343,518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06.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06.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1,728 10,375,010 194,215 7,056,277



 - 전날 대비 2,028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23,379명(287,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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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38 64 130 16 31 4 5 680 31 38 68 20 12 55 120 5 26 2,028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4,780,95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237,77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219,80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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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0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4,879 39,785,657 765,885 27,994,143



- 美 “백신 미접종자는 집으로” 초강수

- 美, 코로나 두달 만에 진정세...“최악은 지난 듯”

- 뉴질랜드, 델타 변이에 ‘코로나 제로’ 포기...이제 중국만 남았다

- ‘위드코로나’ 싱가포르, 확진 3000명대 최초 ‘돌파’...변이 확산탓

- ‘위드 코로나’ 이스라엘, 감염지표 뚜렷한 안정세

- 스웨덴 당국, 12~15세에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

- 성인 1차 접종률 90%...‘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박차

- 코로나 사망자, ‘화장’이 최선입니까

- “확진자 발표때 입원·인공호흡기 환자수도 알려줘야”

- 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패스’...시설-시간-인원 단계적 확대를

- 재택치료 서두르는 정부...의료계 “환자 모니터링 필수”

-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 활성화 위해 주치의 필요”

- “정부 성공적 K방역 도취...새 체제 전환 걸림돌 돼”

- 파우치 “코로나 확산 고비 넘겼지만 방심해선 안돼”

- 한글날 연휴·단풍철...방역 긴장

- 외국인 코로나19 발생률, 내국인보다 9배 ↑...‘백신버스’ 운영해야

- “질병청, 상황 악화 시 10월 확진자 하루 5천명될 수도”

- ‘백신패스’ 통합 시스템 만든다...미접종자 PCR 음성 결과도 앱으로 관리

- 소아 청소년 ‘접종 예약률’ 방역 당국, 매일 공개한다

- 소아·청소년 18일부터 백신접종 60세 이상 부스터샷도 사전예약

-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국내 미승인 中시노팜·시노백 포함

- “백신 패스는 한시적 제도...미접종자 차별 없도록 할 것”

- 백신패스 ‘미접종자 페널티’ 논란에...당국 “차별·소외 없도록 노력”

- 뒤늦은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가격 경쟁력이 관건

- 美는 모더나에 2.8조 줬는데...정부는 8억 내놓고 ‘생색내기’

- 백신 패스 도입, 미접종자 차별 없게 세심한 보완책 마련해야

-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진료할 종합병원급 전담병원 필요”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