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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20.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13.(수) 10.14.(목) 10.15.(금) 10.16.(토) 10.17.(일) 10.18.(월) 10.19.(화)
총 확진자 698 611 587 491 373 401 601

10세미만(명),(%) 57 8.2% 52 8.5% 53 9.0% 39 7.9% 43 11.5% 46 11.5% 45 7.5%

10대(명),(%) 80 11.5% 67 11.0% 73 12.4% 52 10.6% 23 6.3% 52 13.0% 71 11.8%

20대(명),(%) 101 14.5% 91 14.9% 86 14.7% 76 15.5% 54 14.2% 55 13.7% 84 14.0%

30대(명),(%) 122 17.5% 117 19.1% 94 16.0% 76 15.5% 70 18.6% 69 17.2% 112 18.6%

40대(명),(%) 98 14.0% 103 16.9% 89 15.2% 76 15.5% 61 16.2% 59 14.7% 114 19.0%

50대(명),(%) 74 10.6% 62 10.1% 77 13.1% 53 10.8% 48 13.2% 45 11.2% 53 8.8%

60대(명),(%) 88 12.6% 69 11.3% 53 9.0% 62 12.6% 38 10.4% 42 10.5% 66 11.0%

70대(명),(%) 37 5.3% 28 4.6% 32 5.5% 28 5.7% 14 3.8% 13 3.2% 20 3.3%

80대 이상 41 5.9% 22 3.6% 30 5.1% 29 5.9% 22 5.8% 20 5.0% 36 6.0%

감염경로 조사 중 266(38.1%) 236(38.6%) 219(37.3%) 174(35.4%) 119(32.6%) 131(32.7%) 274(45.6%)

확진자 접촉 351(50.3%) 322(52.7%) 292(49.7%) 256(52.1%) 221(60.5%) 236(58.9%) 246(40.6%)

집단사례 관련 30(4.3%) 45(7.4%) 46(7.8%) 43(8.8%) 16(4.4%) 23(5.7%) 57(9.5%)

신규 집단발생 5 2 4 3 3 4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20.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1,921
(전일 대비 +588)

10,018
(-931)

91,026
(+1517)

877
(+3)

0.9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595,005 233,068 361,93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20.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0.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913 10,574,474 135,106 8,770,238



 - 전날 대비 1,57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46,088명(316,6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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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35 35 109 12 9 6 3 582 27 67 42 9 9 75 32 3 15 1,571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344,732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673,51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25,13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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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20.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6,777 40,513,091 443,345 34,265,084



- FDA ‘얀센+모더나’ 부스터샷 교차접종 승인할 듯

- “美, 다른 종류 백신 ‘혼용 부스터샷’ 곧 허용”

- 마스크 벗은 영국, 델타 플러스 유행에 하루 확진 5만명

- 일본, ‘백신 접종자 5명 이상 식사’ 실험 시작...‘위드 코로나’ 신중 추진

- “미접종자 차별” 반발에도...프랑스, 백신패스 연장 검토

- ‘위드코로나’ 싱가포르 확진 4000명 근접...중환자 증가로 압박

- 확진자 감소세 뚜렷...“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에 5차 유행 달렸다”

- 백신 효과 보였다...일상 회복 보인다

- 감염재생산지수 2주연속 1미만...일상회복 속도

- 확진자 감소에도 하루 사망자 21명 4차 유행 이후 최다

- “재택치료앱 안깔아도 제재 없고, 확진후 5일간 안내도 못받아”

- “K-방역은 가장 값싼 ‘갈아넣기’, 위드 코로나에선 못 버텨”

- 확진자 853명 나왔는데...‘뒷북’ 흡연부스 칸막이 친다는 가락시장

- 수도권 야구·배구·농구장 관중 입장 허용

- ‘힘’ 좀 쓰려다 뭇매...여수고 동문 체육회 취소

- 모임인원 늘렸지만, 빈자리 줄지않는 식당가

- 위드 코로나 온다...화색 도는 지역상권

- “코로나 확진자 클럽방문 공개는 인권침해”

- “식약처, 코로나 대응 숨은 주인공”

- 5명도 못 모일 때...삼겹살 회식 소방관 16명 무더기 징계

- 조심스럽게...학교도 위드코로나 4학기 만에...일상도 등교할까요

- 코로나 보호막 둘러친 수능날

- 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수능

- 자영업자들 “일상회복 미뤄져”...민주노총 “고통 외칠 수 있어야”

- 코로나 완치자도 절반이 2년 내 재감염 위험

- 20일 복지부·질병청 종합국감...‘위드코로나’ 전환 쟁점

- 초6~중3 첫날 예약률 6.8% “한달 동안 충분히 숙고해 달라”

- 해외서 백신 맞은 사람도 부스터샷 대상

- “백신 미접종자 치명률 2.3배, 중증화율 4배 높아”

-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에...젊은층 기대·불안 교차

- 국민 55%,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하겠다”

-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한 환자 부검 결과는?...염증 없는 근세포 괴사 ‘특징’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