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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25.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18.(월) 10.19.(화) 10.20.(수) 10.21.(목) 10.22.(금) 10.23.(토) 10.24.(일)
총 확진자 401 601 526 518 518 521 401

10세미만(명),(%) 46 11.5% 45 7.5% 51 9.7% 48 9.3% 49 9.5% 40 7.7% 40 10.0%

10대(명),(%) 52 13.0% 71 11.8% 69 13.1% 78 15.1% 90 17.4% 89 17.1% 73 18.2%

20대(명),(%) 55 13.7% 84 14.0% 72 13.7% 76 14.7% 74 14.3% 85 16.3% 52 13.0%

30대(명),(%) 69 17.2% 112 18.6% 86 16.3% 83 16.0% 75 14.5% 80 15.4% 59 14.7%

40대(명),(%) 59 14.7% 114 19.0% 83 15.8% 78 15.1% 71 13.7% 72 13.8% 60 15.0%

50대(명),(%) 45 11.2% 53 8.8% 56 10.6% 55 10.6% 60 11.6% 55 10.6% 38 9.5%

60대(명),(%) 42 10.5% 66 11.0% 65 12.4% 68 11.2% 60 11.6% 61 11.7% 43 10.7%

70대(명),(%) 13 3.2% 20 3.3% 26 4.9% 25 4.8% 23 4.4% 17 3.3% 20 5.0%

80대 이상 20 5.0% 36 6.0% 18 3.4% 17 3.3% 16 3.1% 22 4.2% 16 4.0%

감염경로 조사 중 131(32.7%) 274(45.6%) 197(37.5%) 181(34.9%) 189(36.5%) 187(35.9%) 135(33.7%)

확진자 접촉 236(58.9%) 246(40.6%) 309(58.7%) 297(57.3%) 257(49.6%) 240(46.1%) 227(56.6%)

집단사례 관련 23(5.7%) 57(9.5%) 14(2.7%) 25(4.8%) 52(10.0%) 68(13.1%) 26(6.5%)

신규 집단발생 4 4 1 3 5 8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25.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4,405
(전일 대비 +401)

9,606
(+134)

93,631
(+265)

903
(+2)

0.9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608,567 243,365 365,202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25.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542 10,638,013 7,681 9,306,935



 - 전날 대비 1,19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53,089명(324,4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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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23 32 95 3 4 4 0 397 20 41 26 24 4 16 16 11 23 1,19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530,47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809,107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68,28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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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2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730 40,768,114 16,380 35,992,708



- 베이징 잇따른 코로나 확진에...中, 동계올림픽 앞두고 비상

- 파우치 “미국,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英 흡인형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효과 확인...미국서 임상 3상 예정

- 英, ‘성탄절 재봉쇄’ 경고에도 코로나19 입국규제 완화 강행

- 방역 푼 독일 확진자 급증...‘일상 회복’ 그대로?

- 英·獨·中 코로나 재확산...멀어지는 집단면역 꿈

- 일상 어떻게 바뀌나...‘위드코로나’ 밑그림 오늘 공개

-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풀릴 듯 고위험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전망

- 빠르면 다음주부터 ‘위드코로나’...마스크 착용은 계속

- “기대는 큰데...정말 그 시절 돌아올까”

- “질환 있어 못 맞았는데” 취준생 울리는 ‘백신 패스’

- 재택환자 방치하고 먹는 치료제 부족하면...위드 코로나 없다

- 일주일 후 ‘위드 코로나’ “10만명 재택치료 대비를”

- 서울 재택환자 12%가 고위험군...멀쩡하다 폐렴증세→긴급이송

- 전문가들 “위드 코로나 땐 신속 PCR검사 인정해야”

- “백신 패스 대상인데, 접종 확인 안돼”...‘불편콜’ 된 안심콜

- 위드 코로나 겹친 핼러윈...방역당국 긴장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들뜬 시민들...주말 밤늦게까지 북적

- 외식하고 영화보라는 정부...이번엔 괜찮을까

- 확진자 1190...정부, 오늘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한다

- 위드 코로나, 허무한 죽음 막을 대책은?

- “저녁없는 삶도 돌아오나” 위드 코로나에 떨떠름한 MZ세대 직장인

- 어서와 ‘코로나 일상’...기업 51% “위드코로나 긍정적”

- 백신 접종률 70%, 국민이 해냈다

- 국민이 백신과학 신뢰...3개월새 접종률 75계단 점프, 美·英 제쳐

- 240일만에 접종완료율 70%...내달중 80% 도달 전망

- 오늘부터 고령층·양로시설 종사자 부스터샷

- 부스터샷 이상 반응은 2차 때와 비슷...교차 접종 땐 더 큰 예방 효과 기대

- “백신 거부자들과 싸우기보다 긍정적 메시지 전달 집중해야”

- 겨울철 확진자 폭증 우려 “부스터샷 50세 이상으로 늘려야”

-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면책조항 등 불공정”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