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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절반(50%),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마쳐

◇ 8월 21일 11시 기준, 1차 접종자수 25,688,694명(잠정집계),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과 현장 관계자들께 감사
◇ 백신수급 상황, 사전예약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3,600만 명) 1차접종 목표 충분히 달성 전망
◇ 18-49세 예약대상자(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8월 21일 20시부터 9월 18일까지 추가예약 가능,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단장 정은경 청장 은 8월 21일(토)
(

:

)

오전 11시, 우리 국민의 50%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 오늘

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25,688,694명으로

(8월 21일) 11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11,517,874명이 접종을 완료(22.4%)
하였다. (잠정집계)

○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

,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
할 때, 추석 전 국민 70%(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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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

추진단은 18~49세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8월

를 반영한 청장년층

19일(목) 20시~8월 21일(토) 0시)

사전예약률 및 접종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8월 21일(토) 0시

기준,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총 59만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였으며 예약률은
63.9% (대상자

○ 또한

1,537만명

18~49세

중 예약자

977만명)

로 나타났다.

중 이미 접종에 참여한 분들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청장년층 전체의 예방접종 참여율은 79.0%
이다.

□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
,

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 또한

“18-49세

예약대상자(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8월 21일(토) 20시부터 9월 18일(토) 18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 추진단은

8월 26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백신 도입, 배송,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으로 이어
지는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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