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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0.29.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22.(금) 10.23.(토) 10.24.(일) 10.25.(월) 10.26.(화) 10.27.(수) 10.28.(목)
총 확진자 518 521 401 431 740 719 762

10세미만(명),(%) 49 9.5% 40 7.7% 40 10.0% 45 10.4% 63 8.5% 74 10.3% 81 10.6%

10대(명),(%) 90 17.4% 89 17.1% 73 18.2% 74 17.2% 125 16.9% 122 17.0% 140 18.4%

20대(명),(%) 74 14.3% 85 16.3% 52 13.0% 54 12.5% 98 13.2% 89 10.8% 104 13.6%

30대(명),(%) 75 14.5% 80 15.4% 59 14.7% 64 14.8% 114 15.4% 116 16.1% 108 14.2%

40대(명),(%) 71 13.7% 72 13.8% 60 15.0% 58 13.5% 121 16.4% 115 16.0% 102 13.4%

50대(명),(%) 60 11.6% 55 10.6% 38 9.5% 40 9.3% 60 8.1% 78 10.8% 73 9.6%

60대(명),(%) 60 11.6% 61 11.7% 43 10.7% 50 11.6% 95 12.8% 80 11.1% 88 11.5%

70대(명),(%) 23 4.4% 17 3.3% 20 5.0% 18 4.2% 35 4.7% 34 4.7% 37 4.9%

80대 이상 16 3.1% 22 4.2% 16 4.0% 28 6.5% 29 3.9% 22 3.1% 29 3.8%

감염경로 조사 중 189(36.5%) 187(35.9%) 135(33.7%) 145(33.6%) 317(42.8%) 237(33.0%) 259(34.0%)

확진자 접촉 257(49.6%) 240(46.1%) 227(56.6%) 218(50.6%) 358(48.4%) 404(56.2%) 402(52.8%)

집단사례 관련 52(10.0%) 68(13.1%) 26(6.5%) 32(7.4%) 34(4.6%) 32(4.5%) 78(10.2%)

신규 집단발생 5 8 2 3 3 3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0.29.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7,044
(전일 대비 +763)

7,796
(-253)

98,329
(+1011)

919
(+5)

1.1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623,694 248,109 375,58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0.29.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2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6,268 10,711,823 178,283 9,769,839



 - 전날 대비 2,124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60,536명(332,9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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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42 116 130 3 9 4 1 753 21 34 67 55 12 42 33 3 30 2,124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5,730,786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4,011,558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58,6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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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0.2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1,941 41,035,897 617,785 37,593,462



- 日, 접종완료자 전원 추가 접종하기로

- ‘품질 의혹’ 노바백스, 영국에 백신 승인 신청

- 규제 푸니 풀린 긴장 ‘확진 폭증’ 일상 회복 ‘위드 마스크’는 필수

- 대만 코로나 신규감염 외부유입 6명·총 1만 6394명...사흘째 사망 제로

- 영국, 코로나19 입국규제 더 완화...‘적색 국가’ 7개국 제외할 듯

- 사적모임 최대 인원, 비수도권만 ‘10명+α’ 검토

- 주말 핼러윈 맞아 확진자 폭증 우려

- 감염확산 폭탄안고 ‘위드 코로나’...일상으로의 불안한 접근

- “클럽發 감염 오명 벗자”...이태원 ‘방역 핼러윈’ 기대반 긴장반

- “핼러윈 오전-오후반 운영” 강남 무허가 클럽들 몰래 영업

- 문의 전화 줄잇는데...지자체 ‘코로나 콜센터’ 존폐기로

- 완치후 PTSD 많아...우울증 관리해야 일상 회복

- 자다가 비상출근 일상화...월 117시간 초과근무 후 극단선택도

- 확진자 대입 논술·면접 응시 불가...수험생 돌파감염 주의보

- “야간 알바 모집 ^^”...희망찬 자영업자들

- 얀센 접종자·50대, 내달부터 부스터샷 맞는다

-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예약 돌입...의료인·질환자는 새달부터

-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맞으면 항체 30배 이상 늘어”

- 한 달 앞당긴 부스터샷...새달 일상회복 연착륙 준비한다

- “한방으로 끝난다더니...”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어쩌나

- 백신 이상반응 검토委 신설, 접종 피해 인과성 다시 본다

-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한다

- 미접종자 사망, 5주새 24명→57명...위중증 악화 위험 22배 높아

- “백신 피해, 정부가 인과성 입증하라” 헌소

- ‘삼바 생산’ 모더나 첫 출하

- 삼바 “모더나 완제품 이어 원료까지...생산라인 늘린다”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