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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08.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1.(금) 10.2.(토) 10.3.(일) 10.4.(월) 10.5.(화) 10.6.(수) 10.7.(목)
총 확진자 759 678 534 497 685 856 759

10세미만(명),(%) 61 8.0% 42 6.2% 33 6.2% 27 5.4% 45 6.6% 57 6.7% 65 8.6%

10대(명),(%) 86 11.3% 73 10.8% 80 15.0% 58 11.7% 84 10.9% 93 10.9% 81 10.7%

20대(명),(%) 166 21.9% 142 20.9% 121 22.7% 93 18.7% 131 18.9% 162 18.9% 14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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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명),(%) 128 16.9% 103 15.2% 80 15.0% 103 20.7% 114 16.7% 143 16.7% 122 16.1%

50대(명),(%) 75 9.9% 85 12.5% 56 10.5% 56 11.3% 91 12.5% 107 12.5% 95 12.5%

60대(명),(%) 56 7.4% 57 8.4% 48 9.0% 36 7.2% 49 9.6% 82 9.6% 58 7.6%

70대(명),(%) 35 4.6% 18 2.7% 9 1.7% 22 4.4% 15 3.7% 32 3.7% 25 3.3%

80대 이상 11 1.4% 9 1.3% 13 2.4% 4 0.8% 19 1.5% 13 1.5% 25 3.3%

감염경로 조사 중 291(38.3%) 254(37.5%) 160(30.0%) 193(38.8%) 285(41.6%) 403(47.1%) 280(36.9%)

확진자 접촉 413(54.4%) 345(50.9%) 231(43.3%) 260(52.3%) 326(47.6%) 414(48.4%) 419(55.2%)

집단사례 관련 38(5.0%) 67(9.9%) 128(24.0%) 37(7.4%) 52(7.6%) 25(2.9%) 52(6.9%)

신규 집단발생 3 2 9 6 5 2 6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08.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95,722
(전일 대비 +759)

11,371
(+58)

83,524
(+697)

827
(+4)

0.87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66,592 221,669 344,92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0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08.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8,910 10,394,936 181,392 7,368,827



 - 전날 대비 2,17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27,976명(292,0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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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34 45 125 25 30 16 10 753 32 64 59 22 17 77 54 9 31 2,17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4,882,20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321,368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232,85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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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0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6,187 39,862,414 710,173 29,220,187



- 스웨덴·덴마크·핀란드 젊은층 모더나 접종 중단...“심장염 부작용 위험”

- 화이자, 미국서 어린이 코로나19백신 긴급사용 신청

- 美 어린이 14만명 코로나19로 보호자 사망...흑인-히스패닉에 집중

- 백신 2회 접종 60% 넘긴 일본, 축구장서 ‘위드 코로나’ 실험

- ‘위드 코로나’ 영국, 신규 확진자 한 달 만에 4만 명 또 돌파

- WHO “내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 정은경 “11월 9일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가능” 첫 언급

- “내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가능” 정은경청장, 방역기조 전환 시점 첫 언급

- ‘하루 5000명’ 예상에도...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

- 위드 코로나 한달 남았는데...백신패스 빼곤 모든게 미궁

-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완화 없으면 20일 총궐기”

- 선별진료소 주말·휴일 운영시간 제각각. 이웃 도시로 머나먼 ‘원정 검사’

- 코로나 의심환자 이송 119 업무 과중 심각

- 김부겸 “백신 접종자 치명률 감소...재택치료 확대”

- 마스크 벗는다? 안 벗는다?...헷갈리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

- 코로나19 치료후에도 80% 소화·40% 호흡계 진료받아

- 일상 회복 시동...미접종자 줄이기·먹는 치료제 속도 낸다

- 백신 안맞은 성인, 11일부터 예약없이 당일 접종

- 부스터 샷·치료제 확보...확진 1만명대도 대비

- 당국 “얀센 접종자 등 12월부터 부스터샷 실시”

- 16~17세 청소년 접종 예약률 33%

- “정부 믿고 맞았는데 나몰라라”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 국감서 성토

- 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 맞는다는데...“화이자 효과6개월 안돼”

- 국내 청소년 모더나 접종 코앞인데 북유럽선 30세이하 잇단 접종중지

- 선점이냐 시장성이냐...코로나 치료제 개발, 투트랙 경쟁

- 폐기 임박한 모더나 넘친다...“들쭉날쭉 수급 정책 탓”

- 고령서 AZ백신 접종 70대 남성 엿새 뒤 사망...연관성 조사 중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