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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12.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0.9.(토) 10.10.(일) 10.11.(월)
총 확진자 685 856 759 638 550 359 416

10세미만(명),(%) 45 6.6% 57 6.7% 65 8.6% 54 8.5% 50 9.1% 31 8.6% 41 9.9%

10대(명),(%) 84 10.9% 93 10.9% 81 10.7% 68 10.7% 50 9.1% 41 11.4% 42 10.1%

20대(명),(%) 131 18.9% 162 18.9% 147 19.4% 92 14.4% 97 17.6% 64 17.8% 71 17.1%

30대(명),(%) 137 19.5% 167 19.5% 141 18.6% 115 18.0% 110 20.0% 71 19.8% 86 20.7%

40대(명),(%) 114 16.7% 143 16.7% 122 16.1% 113 17.7% 90 16.4% 55 15.3% 77 18.5%

50대(명),(%) 91 12.5% 107 12.5% 95 12.5% 85 13.3% 76 13.8% 43 12.0% 40 9.6%

60대(명),(%) 49 9.6% 82 9.6% 58 7.6% 73 11.4% 45 8.2% 25 7.0% 39 9.4%

70대(명),(%) 15 3.7% 32 3.7% 25 3.3% 22 3.4% 18 3.3% 18 5.0% 9 2.2%

80대 이상 19 1.5% 13 1.5% 25 3.3% 16 2.5% 14 2.5% 11 3.1% 11 2.6%

감염경로 조사 중 285(41.6%) 403(47.1%) 280(36.9%) 228(35.7%) 213(38.7%) 132(36.8%) 169(40.6%)

확진자 접촉 326(47.6%) 414(48.4%) 419(55.2%) 330(51.8%) 263(47.8%) 193(53.8%) 220(52.9%)

집단사례 관련 52(7.6%) 25(2.9%) 52(6.9%) 71(11.1%) 61(11.1%) 32(8.9%) 22(5.3%)

신규 집단발생 5 2 6 6 4 2 1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12.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97,679
(전일 대비 +51)

11,950
(+156)

84,888
(+251)

841
(+4)

0.8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46,905 200,858 346,04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12.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5,499 10,437,889 40,057 7,744,305



 - 전날 대비 1,34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34,163명(299,2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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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25 50 81 7 23 17 6 406 28 69 55 23 17 24 17 7 13 1,347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007,58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396,61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276,80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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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1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0,817 40,014,733 160,482 30,606,048



- 美 미성년자 500명 중 1명 ‘코로나 고아’...“2차 비극”

- 파우치, 올해 핼러윈 놀이에 ‘OK’...“백신 맞고 즐기세요”

- 일본 코로나19 신규 369명·1년 만에 최소...누적 171만 1735명

- 확진자 급증 싱가포르...“더 강력한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 ‘공격적 백신 대응’ 이스라엘 ‘안정세’...UAE “코로나 극복 선언”

- 미접종자 예약 없이 접종...위드 코로나 앞 ‘마지막 고삐’

- ‘휴일 영향’ 70일 만에 1200명대 확진...연휴 뒤 재확산 ‘불안’

- 확진자, 한달여만에 1500명 아래로...“안심하긴 이르다”

- “불법체류 묻지 않아요”...충북, 외국인 방역 올인

- 의료진 확진 석달 새 2배로...위드코로나 최일선 ‘위태위태’

- “코로나 극복도 미래도, 인재·데이터에 달렸다”

-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위 본격 가동...이달 중 로드맵 만든다

- “최소 6개월 뒤엔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 환자 관리해야”

- 북적이는 놀이공원·쇼핑몰 시민들은 벌써 ‘위드 코로나’

- “백신 맞았다” 둑 터지는 해외여행

- ‘위드 코로나’ 민관합동기구 로드맵 정밀하게 마련해야

- 위드 코로나 준비하되 ‘컨티전시 플랜’ 마련해야

- “현장 소통 하시나요”...부동산 닮아가는 백신정책

- 코로나 확진자 철도·항공 5256찰례 이용...“발열체크 허술”

- 오늘부터 부스터샷...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 4만 5000여명 대상

- 백신 1회 이상 접종 4000만명 돌파... 오늘부터 의료진 부스터샷

- “외국인 접종률 높여라”... 안산-화성 등에 ‘백신버스’ 출동

- “치료제 나와도 매년 백신 맞아야...코로나 이기려면 ‘시너지’가 필수”

- ‘코로나·독감’ 동시에 잡는 결합백신 나오나

- SK바사, 코로나 백신 ‘글로벌 임상 3상’ 속도

-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

- 모더나에 앞서는 화이자 접종 대상 격차 벌어진다

- 모더나 회장 “백신 제조법 공유 안해...자체 생산이 최선”

- 꿈 않는 ‘미접종 531만명’...위드코로나의 아킬레스건 되나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