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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28.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21.(목) 10.22.(금) 10.23.(토) 10.24.(일) 10.25.(월) 10.26.(화) 10.27.(수)
총 확진자 518 518 521 401 431 740 719

10세미만(명),(%) 48 9.3% 49 9.5% 40 7.7% 40 10.0% 45 10.4% 63 8.5% 74 10.3%

10대(명),(%) 78 15.1% 90 17.4% 89 17.1% 73 18.2% 74 17.2% 125 16.9% 122 17.0%

20대(명),(%) 76 14.7% 74 14.3% 85 16.3% 52 13.0% 54 12.5% 98 13.2% 89 10.8%

30대(명),(%) 83 16.0% 75 14.5% 80 15.4% 59 14.7% 64 14.8% 114 15.4% 116 16.1%

40대(명),(%) 78 15.1% 71 13.7% 72 13.8% 60 15.0% 58 13.5% 121 16.4% 115 16.0%

50대(명),(%) 55 10.6% 60 11.6% 55 10.6% 38 9.5% 40 9.3% 60 8.1% 78 10.8%

60대(명),(%) 68 11.2% 60 11.6% 61 11.7% 43 10.7% 50 11.6% 95 12.8% 80 11.1%

70대(명),(%) 25 4.8% 23 4.4% 17 3.3% 20 5.0% 18 4.2% 35 4.7% 34 4.7%

80대 이상 17 3.3% 16 3.1% 22 4.2% 16 4.0% 28 6.5% 29 3.9% 22 3.1%

감염경로 조사 중 181(34.9%) 189(36.5%) 187(35.9%) 135(33.7%) 145(33.6%) 317(42.8%) 237(33.0%)

확진자 접촉 297(57.3%) 257(49.6%) 240(46.1%) 227(56.6%) 218(50.6%) 358(48.4%) 404(56.2%)

집단사례 관련 25(4.8%) 52(10.0%) 68(13.1%) 26(6.5%) 32(7.4%) 34(4.6%) 32(4.5%)

신규 집단발생 3 5 8 2 3 3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28.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6,281
(전일 대비 +705)

8,049
(+199)

97,318
(+504)

914
(+3)

1.09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620,568 246,159 374,409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2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0,258 10,694,212 75,215 9,589,628



 - 전날 대비 2,11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58,412명(330,8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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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51 106 136 7 6 6 2 707 22 54 82 41 12 40 34 4 16 2,111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678,187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3,930,64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89,13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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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2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76,802 40,970,884 255,616 36,970,850



- 백신패스 도입 내홍겪는 유럽 “미접종자 차별말라”

- 봉쇄 완화 너무 서둘렀나...브라질 코로나 확산 속도 빨라져

- 러시아, 코로나 총사망자 23만명...“팬데믹 동안 66만명 초과 사망”

- 팬데믹에 빼앗겼던 일상 찾는 독일...현지 풍경은?

- ‘위드 코로나’ 싱가포르서 신규확진 5천명 넘어 역대 최다

- ‘완전접종률 84%’ 싱가포르서 일일 신규 확진자 5000명 돌파

- “난방기 가동때 틈틈이 창문 열어라”

- 위드 코로나 코앞 확진자 2000명 넘을 듯...주말 핼러윈 데이 ‘긴장’

- 위드 코로나 앞 확진 2천명 근접 “주말 핼러윈 방역수칙 특별점검”

- 신규확진 1952명...‘위드 코로나’ 앞두고 재확산 우려

- 확진자 다시 늘고 독감까지...일상회복에 걸림돌 우려

- 확진자 다시 2000명대로...또 ‘주말 고비’

- 위드코로나 눈앞 다시 2000명 육박 접종·개인 방역·하루 3번 환기하라

- 코로나 PCR검사 유료화 검토

- 헬스장 집단감염 잦아 ‘백신 패스’ 부스터샷 포함 여부는 차후 검토

- “확진·자가격리 늘면 민원도 늘텐데”...보건 공무원들 벌벌

- “여행은 가도 학교는 못간다”...늦어지는 교육 ‘위드 코로나’

- 학생증에 백신패스...대학가도 ‘위드 코로나’

- “실효성 적은 좌석띄우기 풀자”...문화·예술계, 연말 일상회복 촉구

-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입국, 코로나前 수준 회복하나

- ‘안티 백서 반발’ 잦아들고 ‘보건정책 지지’ 점차 늘어

- 미접종자 ‘사실상 강제접종’ 불만

- 코로나 알약 40만명분 확보 정부,PCR검사 유료화 검토

- 삼바, 모더나 백신 오늘 첫 출하

- 백신패스 예외 허용한다지만...“안맞아도 될 ‘의학적 사유’ 깐깐”

- 미접종자도 우리 국민인데...‘백신 패스’ 역차별 보완해야

- 백신 접종률 꼴찌 구미, 청년이 많아서?

- “바이오 협력하자” 이재용 직접제안에 모더나, 백신 생산 맡겨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