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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07.0시 기준)

구분
 9월 2021년 10월

9.30.(목) 10.1.(금) 10.2.(토) 10.3.(일) 10.4.(월) 10.5.(화) 10.6.(수)
총 확진자 842 759 678 534 497 685 856

10세미만(명),(%) 54 6.4% 61 8.0% 42 6.2% 33 6.2% 27 5.4% 45 6.6% 57 6.7%

10대(명),(%) 101 12.0% 86 11.3% 73 10.8% 80 15.0% 58 11.7% 84 10.9% 93 10.9%

20대(명),(%) 197 23.4% 166 21.9% 142 20.9% 121 22.7% 93 18.7% 131 18.9% 162 18.9%

30대(명),(%) 162 19.2% 141 18.6% 149 22.0% 94 17.6% 98 19.7% 137 19.5% 167 19.5%

40대(명),(%) 121 14.4% 128 16.9% 103 15.2% 80 15.0% 103 20.7% 114 16.7% 143 16.7%

50대(명),(%) 104 12.4% 75 9.9% 85 12.5% 56 10.5% 56 11.3% 91 12.5% 107 12.5%

60대(명),(%) 55 6.5% 56 7.4% 57 8.4% 48 9.0% 36 7.2% 49 9.6% 82 9.6%

70대(명),(%) 25 3.0% 35 4.6% 18 2.7% 9 1.7% 22 4.4% 15 3.7% 32 3.7%

80대 이상 23 2.7% 11 1.4% 9 1.3% 13 2.4% 4 0.8% 19 1.5% 13 1.5%

감염경로 조사 중 327(38.8%) 291(38.3%) 254(37.5%) 160(30.0%) 193(38.8%) 285(41.6%) 403(47.1%)

확진자 접촉 472(56.1%) 413(54.4%) 345(50.9%) 231(43.3%) 260(52.3%) 326(47.6%) 414(48.4%)

집단사례 관련 34(4.0%) 38(5.0%) 67(9.9%) 128(24.0%) 37(7.4%) 52(7.6%) 25(2.9%)

신규 집단발생 2 3 2 9 6 5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07.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94,963
(전일 대비 +856)

11,313
(+464)

82,827
(+390)

823
(+2)

0.8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64,103 219,829 344,27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07.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07.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435 10,385,138 129,174 7,186,258



 - 전날 대비 2,42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25,804명(288,8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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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49 46 198 13 29 14 11 851 29 74 52 24 18 54 95 10 27 2,427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4,833,97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268,433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239,74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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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07.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6,770 39,823,981 510,161 28,506,355



- 영국, 교내 ‘노 마스크’ 지침 후폭풍...감염·결석 급증

- “백악관, 코로나19 가정용 신속진단 제품 추가 구매”

-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일본 공급 목표

- UAE,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언...백신 접종률 세계 최고

- 코로나19 확산 꺾였다...WHO “8월부터 확진자 계속 감소”

- 코로나 사망 때 무조건 화장, 지침 바꾼다

- 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先 화장·後 장례 지침 개정할 것”

- 확진자 20%가 돌파감염 “속도 빨라 50%까지 늘 수도”

- 신규 확진 5명 중 1명 돌파감염...고령층 ‘부스터샷’ 서둘러야

- 돌파감염 20% 넘어...석달새 1만여명 늘었다

- “4차 유행 악화 땐, 이달 말 확진자수 5000명 될 수도”

- “하루 확진자 5000명 나와도 10말11초 위드코로나 시행”

-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중환자 치료로 방역체계 전환

- 손 못쓰고 숨진 환자 수 충북 최다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 아예 없어

- “접종률 80~90%는 돼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어”

- 신규확진 다시 2000명대 정부는 “10월말 일상회복”

- 전파력만 높은 줄 알았더니 사람잡는 그놈 ‘델타 변이’

- 백신 이상 반응에 ‘월경 장애’ 추가하기로

- 野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정은경 “확대할 여지 있어”

-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명분 선구매 계약

- 고 1·2학년 백신 예약 첫날 예약률 20% 돌파

- 감염도 태아도 걱정...임신부 백신접종 ‘혼란’

- 경남 이주노동자 10명중 7명은 ‘접종 소외’

- 백신·치료제 주권없이 ‘위드코로나’는 헛된 바람

- 기술력 밀리는데 정부 지원은 들쑥날쑥...일관성 있는 정책 세워야

- 긴급승인 앞둔 머크...국내 제약사 2상서 좌초 위기

- 1차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 2차 접종 늦어도 면역력 무방

- 경기도 “찾아가는 외국인 접종 서비스” 청주시 “불법체류자도 접종 신청 가능”

- AZ ‘항체치료제’ 긴급사용 신청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