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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15.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8.(목) 7.9.(금) 7.10.(토) 7.11(일) 7.12.(월) 7.13.(화) 7.14.(수)

총 확진자 405 451 407 346 318 465 496

20세 미만 78(19.3%) 73(16.2%) 73(17.9%) 56(16.2%) 50(15.7%) 75(23.6%) 85(26.7%)

20대 77(19.0%) 86(19.1%) 77(18.9%) 81(23.4%) 74(23.3%) 116(36.5%) 101(31.8%)

30대 71(17.5%) 74(16.4%) 54(13.3%) 39(11.3%) 50(15.7%) 83(26.1%) 89(28.0%)

40대 72(17.8%) 78(17.3%) 68(16.7%) 62(17.9%) 60(18.9%) 80(25.2%) 94(29.6%)

50대 77(19.0%) 93(20.6%) 94(23.1%) 62(17.9%) 61(19.2%) 83(26.1%) 90(28.3%)

60세 이상 30(7.4%) 47(10.4%) 41(10.1%) 46(13.3%) 23(7.2%) 28(8.8%) 37(11.6%)

감염경로 조사 중 143(35.3%) 161(35.7%) 153(37.6%) 116(33.9%) 124(39.0%) 215(46.2%) 181(36.5%)

확진자 접촉 185(45.7%) 195(43.2%) 163(40.0%) 148(45.3%) 154(48.4%) 194(41.7%) 281(56.7%)

집단사례 관련 68(16.8%) 85(18.8%) 83(20.4%) 63(19.3%) 34(10.7%) 44(9.5%) 28(5.6%)

해외유입(관련) 9(2.2%) 10(2.2%) 8(2.0%) 5(1.5%) 5(1.9%) 12(2.6%) 5(1.2%)

병의원, 요양관련 0(0%) 0(0%) 0(0%) 0(0%) 0(0%) 0(0%) 0

신규 집단발생 3 4 3 2 4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15.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9,132
(전일대비 +496)

4,484
(+208)

43,985
(+287)

663
(+1)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64,037
(전일대비 +2,811)

109,201
(+1,500)

254,836
(+1,311)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15.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5. 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5,700 3,620,866 21,223 1,407,193



 ○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수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BSG)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 프로젝트의 국가별 정부 정책 대응 지수* 5개 중 하나

      * 정부 대응 지수, 방역 보건 지수, 엄격성 지수, 경제적 지원 지수, 개방 위험성 지수

    - 사용 변수: 9개(등교 제한, 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자택 체류, 공중 

캠페인, 국내이동 제한, 해외이동 통제)

    -  엄격성지수가 0이면 무대응, 100이면 최고대응

 <전체 23개 지표, 5개 유형>

·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Indicators C1-C8) record information on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such as school closures and restrictions in
  movement.
· Economic Policies(Indicators E1-E4) record economic policies, such as income
  support to citizens or provision of foreign aid
· Health System Policies(Indicators H1-H8) record health system policies such as
  the COVID-19 testing regime, emergency investments into healthcare and most
  recently, vaccination policies
· Vaccine policies(Indicators V1-V3) record vaccination policies: a country’s
  priorisation list, eligible groups, and the cost of vaccination to the individual
· Miscellaneous Policies(Indicator M1)

그림 1. 엄격성 지수 및 전국·경기 확진자 (21.07.13.0시 기준)

■ 경기도 코로나19 이슈 

● 엄격성 지수



 - 전날 대비 1,60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73,511명(156,5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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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65 51 90 21 60 19 2 496 25 12 51 24 26 13 88 9 28 1,60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060,456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682,466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04,47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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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14.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1,182 15,587,120 65,958 5,874,416



■ 전세계 (2021.07.15.10시 기준)

- 전일 대비 846,15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88,131,352명(0.5%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053,61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2%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14.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14.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14. 기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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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기준, The New York Times)

       





- 美 독립 기념일 축제 여파?...미국 코로나 확진자 1주일 새 2배 증가

- 댈터변이에 ‘화들짝’...미국, ‘마스크 다시 쓰기’ 움직임

- 델타 확산에 미국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주일 새 2배로 늘어

- 영국, 확진자 4만명대로 껑충...성인 셋 중 둘은 백신접종 완료

- 인도네시아, 인도 제치고 새 코로나19 ‘핫스폿’

-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3000명 돌파...꿈쩍 않는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

- 캐나다, 빈곤국 접종 위해 AZ 백신 1천 770만회분 기증

- 2000명도 시간문제... 너무 빨리 퍼진단

- 대유행, 전국 파급 비수도권도 2단계

- 의료계와 협의도 않고... “예약 5부제·야간 접종”

- 모더나 물량도 일정도 ‘깜깜이’... 결국 늦춰지는 50대 접종

- 엉성한 방역·백신 대처로 4차 대유행 빨리 끝내겠나

- 델타 변이 5월부터 경고, 전문가 무시한 정부가 禍 키웠다

- 정은경은 사과와 해명 담당... 진짜 방역 컨트롤타워 누구인가

- 4차 대유행 전국화, ‘굵고 짧은 대책’ 필요하다

- 정부는 ‘마지막 위기’라고 말하지 말라

- 50~54세 백신 접종, 1주일 미뤄져 내달 16일 시작

- 모더나 물량도 일정도 ‘깜깜이’... 결국 늦춰지는 50대 접종

- 백신 예약 재개됐지만... “예상시간 5331분” 또 먹통

- 초·중 교사 ‘백신 예약’... 날짜지정 무리수

- '비건' 위한 백신?... '식물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개발 러시

- 加 연구팀 "AZ 백신 1회 접종으로 델타변이 입원·사망 88% 예방“

- 1~2차 백신 다 맞은 의원·약국 종사자 5만명 돌파

- 美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한 팝스타… 젊은층 백신 접종률 독려

- 찔끔찔끔 백신 도입에...韓, 코로나 백신 접종률 日에 추월 당해

- 3시간만에 40만명···55~5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재개

- 체면 구긴 코로나 예약시스템…정상화 됐지만 '불안불안

- 1차접종 11만여명, 접종완료 10여만명 늘어…'거북이걸음' 여전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