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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11.24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7.10.(토) 7.11(일)

총 확진자 229 367 392 405 451 407 346

20세 미만 49(21.4%) 50(13.6%) 58(14.8%) 78(19.3%) 73(16.2%) 73(17.9%) 56(16.2%)

20대 45(19.7%) 86(23.4%) 93(23.7%) 77(19.0%) 86(19.1%) 77(18.9%) 81(23.4%)

30대 29(12.7%) 64(17.4%) 64(16.3%) 71(17.5%) 74(16.4%) 54(13.3%) 39(11.3%)

40대 52(22.7%) 70(19.1%) 69(17.6%) 72(17.8%) 78(17.3%) 68(16.7%) 62(17.9%)

50대 39(17.0%) 71(19.3%) 86(21.9%) 77(19.0%) 93(20.6%) 94(23.1%) 62(17.9%)

60세 이상 15(6.6%) 26(7.1%) 22(5.6%) 30(7.4%) 47(10.4%) 41(10.1%) 46(13.3%)

감염경로 조사 중 72 142 154 147 164 153 116

확진자 접촉 108 137 161 192 207 174 155

집단사례 관련 44 78 72 58 70 72 51

해외유입(관련) 5 10 5 9 10 8 5

병의원, 요양관련 0 0 0 0 0 0 0

신규 집단발생 0 2 3 3 4 3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12.1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7,853
(전일대비 +327)

3,919
(+156)

43,273
(+170)

661
(+1)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55,761
(전일대비 +2,448)

103,997
(+2,143)

251,764
(+30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12.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1. 24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57 3,561,314 228 1,337,833



 ○ 확진자: 227명(도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B.1.617.) 감염 확인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집단사례 확진자 445명

 ○ 감염경로

분류 클러스터관련 미분류
(감염경로 조사 중) 확진자 접촉 해외유입

빈도(비율) 69(30.4%) 107(47.1%) 30(13.2%) 21(9.3%)

 ○ 델타변이 확진자의 연령대

분류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빈도
(비율)

24
(10.6%)

22
(9.7%)

53
(23.3%)

31
(13.7%)

51
(22.5%)

31
(13.7%)

14
(6.2%)

1
(0.4%)

 ○ 쟁점

  - 국내에서는 28주차에 델타 변이가 그간 가장 우세했던 알파 변이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됨. 영국,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고려해보면 높은 전파력과 낮은 백신 방어효과, 그리고 

확진자 폭증으로 감염경로 추적 중인 사례가 증가해 경기도 내에서도 추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미 CDC는 6.20.~7.3.까지 코로나19 신규 사례 중 델타 변이 감염자의 추정비율을 51.7%로 

보고하였으며 독일 또한 6.21.~6.27.까지의 신규 사례에서 델타 변이 검출 비율을 59%로 

보고함

■ 경기도 코로나19 이슈 

● 경기도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현황(~21.07.12)



 - 전날 대비 1,10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69,146명(154,187명 격리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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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43 37 51 13 25 8 6 322 18 13 43 4 19 12 40 7 37
1,10

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0,919,89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576,08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74,671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추이(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누적(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확진 검사자 수 제외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7.12.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70 15,586,937 1,103 5,873,409



■ 전세계 (2021.07.12.10시 기준)

- 전 주 금요일 대비 1,683,57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86,762,453명(0.9%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030,91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2%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09.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09.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09.*. 기준, WHO)

*WHO�자료는�주말�변경사항�반영하여�대한민국�시간� 화요일에�업데이트됨

③ 국외 발생현황 Global Situation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_by_country_and_territory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 국가별 (2021.07.11. 기준, The New York Times)

       

  



- ‘코로나19와 공존’ 꿈꾸는 영·미...전문가들은 “시기상조”

- 미, ‘델타’에 코로나19 증가세 뚜렷...“화이자, FDA 만나 부스터샷 노의할 것”

- 남아공, 델타 변이 확산에 봉쇄 2주 연장

- 벨기에 여성, 코로나19 ‘알파·베타 변이’ 동시감염 뒤 사망

- “백신을 달라” 독재국가 쿠바에서도 반정부 시위

- “가장 걱정되는 변이”...‘델타’ 이어 남미발 ‘람다’ 전세계 경보

- 산소 공급도 끊긴 미얀마...‘델타변이’ 습격에 동남아 비상

- ‘노마스크’ 6만 응원 英...델타 확산에 ‘실내선 마스크 써 달라“

- 최근 1주간 확진자, 직전 주보다 51% 이상 증가...일평균 992명

- 주간 확진자 51.5% ↑...우려했던 요양시설서도 확진 ‘중증·사망 방지’ 비상

- 코로나19 사망자 1명 늘어 2044명...위·중증 138명

-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文대통령, 오세훈·이재명과 특별회의

- 감염경로 불명 역대최고 ‘델타변이’ 우세종 시간문제...“전국적 방역 강화 필요”

- 방역당국, 확진자 급증에 “자가격리 후 홈케어도 고려”

- 非수도권 확산, 열흘새 확진 3배로

-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1300명 넘어...제주·부산·대전 등 비수도권 확진자 330명 나와

- 수도권만 4단계 적용...휴가철과 여름방학에 비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

-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서 변이 검출...수도권, 델타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넘게 나와

- 전문가, “전국적 유행 막으려면 비수도권 거리두기 최소한 2단계나 3단계로 상향해야”

- 정부는 충분하다지만...현장선 “수도권 중환자 병상부족 시작”

- 감염재생산지수 ‘1.24’...확진자 ‘3명 중 1명’ 경로 미궁

- 55~59세 오늘부터 모더나 예약 시작

- 12~16일까지 예약...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동네 병·의원 1만 3000여 곳에서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예약...온라인 예약, 보호자가 예약 가능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화 1339번이나 지자체 예약상담센터 통해서도 가능

-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500건↑...지금까지 10만여 건

- 복지부 “서울·경기 백신 자체 자율 접종 화이자 될 것”

- 60대 이상 1차 접종률 79.6%~88.3%...이상반응 신고율 0.5%

- 백신 1차접종 누적 1천558만6천937명, 30.4%...잔여백신 318만회분

-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율 0.5%...여성·30대 비율 ↑

- 백신 접종 후 신규사망 44건 중 42건 “인과성 인정 어려워”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