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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19.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12.(화) 10.13.(수) 10.14.(목) 10.15.(금) 10.16.(토) 10.17.(일) 10.18.(월)
총 확진자 509 698 611 587 491 373 401

10세미만(명),(%) 41 8.1% 57 8.2% 52 8.5% 53 9.0% 39 7.9% 43 11.5% 46 11.5%

10대(명),(%) 58 11.4% 80 11.5% 67 11.0% 73 12.4% 52 10.6% 23 6.3% 52 13.0%

20대(명),(%) 89 17.5% 101 14.5% 91 14.9% 86 14.7% 76 15.5% 54 14.2% 55 13.7%

30대(명),(%) 92 18.1% 122 17.5% 117 19.1% 94 16.0% 76 15.5% 70 18.6% 69 17.2%

40대(명),(%) 89 17.5% 98 14.0% 103 16.9% 89 15.2% 76 15.5% 61 16.2% 59 14.7%

50대(명),(%) 52 10.2% 74 10.6% 62 10.1% 77 13.1% 53 10.8% 48 13.2% 45 11.2%

60대(명),(%) 43 8.4% 88 12.6% 69 11.3% 53 9.0% 62 12.6% 38 10.4% 42 10.5%

70대(명),(%) 23 4.5% 37 5.3% 28 4.6% 32 5.5% 28 5.7% 14 3.8% 13 3.2%

80대 이상 22 4.3% 41 5.9% 22 3.6% 30 5.1% 29 5.9% 22 5.8% 20 5.0%

감염경로 조사 중 207(40.7%) 266(38.1%) 236(38.6%) 219(37.3%) 174(35.4%) 119(32.6%) 131(32.7%)

확진자 접촉 239(47%) 351(50.3%) 322(52.7%) 292(49.7%) 256(52.1%) 221(60.5%) 236(58.9%)

집단사례 관련 36(7.1%) 30(4.3%) 45(7.4%) 46(7.8%) 43(8.8%) 16(4.4%) 23(5.7%)

신규 집단발생 6 5 2 4 3 3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19.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1,333
(전일 대비 +401)

10,950
(+123)

89,509
(+273)

874
(+5)

0.9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93,001 231,667 361,33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19.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7,766 10,563,931 180,966 8,633,976



 - 전날 대비 1,073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44,518명(313,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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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38 34 88 3 15 0 0 393 7 42 39 14 14 41 19 5 25 1,073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296,83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628,54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23,77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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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1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71,635 40,474,512 628,733 33,818,410



- “美 백신 미접종자 6600만명, 코로나 극복에 가장 큰 위협”

- 미국 첫 흑인 국무장관 콜린파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별세

- 영국, 안일했나...‘위드코로나’ 석 달 만에 확진자 4만명 폭증

- 영국, ‘코로나19’로 정신질환 환자 2년 전보다 75% 급증

- 러시아, 코로나 통계 조작?...“사망자 22만명 아닌 75만명”

- 프랑스, ‘실내 마스크’와 ‘백신 패스’로 일상 회복 조절

- 내달 ‘위드코로나’ 힘받는다...주말게 ‘국민 70% 접종 완료’ 달성

- 접종완료 65% 되자...석달만에 1000명선으로 뚝

- 백신 접종의 효과...신규확진 103일만에 ‘최저’

- “백신 부작용이 감염보다 더 겁나” ‘설득’이란 숙제 받아든 위드 코로나

- 노점상 “출입명부 안 써도 돼요” 구청선 “의무대상 아냐” 권고만

- 야구·축구장 풀렸는데...집회는 여전히 ‘꼼짝마’

- 괌·사이판 하늘길 부산서도 열린다

- 위드 코로나로 독감 예측 불허...만성질환 위험군 반드시 접종

- 비만, 코로나 감염때 중증 확률 35% 높아진다

- 단계적 일상회복, 뱍신 패스는 불가피하다

- 코로나19 확진에 “이태원 클럽남” 꼬리표...“인권 침해”

- 일상회복 보인다...또 1000명대 초반, 4차 유행 진정국면

- “학생 접종 의무 아냐...미접종 차별 방지대책 마련”

- 생리불순 생기면 어떡하죠?...일시적 발생 대부분 호전

- 청소년 등 생리이상 대부분 일시적 다른 접종 겹칠 땐 독감백신 우선

- “순서·간격 제한 없어...유행 순으로 접종”

- 12~17세도 당일 잔여 백신 접종 허용 전국민 접종 완료율 80% 끌어올리기

- “백신 맞고 친구들 더 많이 보고파” 팔 걷은 아이들

- 얀센 백신 예방효과 급감 부스터샷 시기 빨라진다

- 대통령 지시에 빨라진 ‘얀센 부스터샷’...내주 일정 나올 듯

- 얀센 접종자는 모더나가 가장 효과적 화이자·모더나 맞았다면 동일 백신으로

- 1110건, 늘어난 사망신고...“백신패스 반대” 커지는 목소리

- ‘코로나 알약’ 한세트 82만원...빈국은 또 운다

- 백신접종 후 ‘탈모’ 이상반응 신고사례 240건...여성이 남성 2.5배

- FDA, 2차 접종과 다른 백신으로 부스터샷 허용할 듯

- 예방접종센터 72% 이달말 문닫는다...보건소·병원서 2차 맞아야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