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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16.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9.(금) 7.10.(토) 7.11(일) 7.12.(월) 7.13.(화) 7.14.(수) 7.15.(목)

총 확진자 451 407 346 318 465 496 456

20세 미만 73(16.2%) 73(17.9%) 56(16.2%) 50(15.7%) 75(23.6%) 85(26.7%) 71(22.3%)

20대 86(19.1%) 77(18.9%) 81(23.4%) 74(23.3%) 116(36.5%) 101(31.8%) 89(28.0%)

30대 74(16.4%) 54(13.3%) 39(11.3%) 50(15.7%) 83(26.1%) 89(28.0%) 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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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93(20.6%) 94(23.1%) 62(17.9%) 61(19.2%) 83(26.1%) 90(28.3%) 71(28.3%)

60세 이상 47(10.4%) 41(10.1%) 46(13.3%) 23(7.2%) 28(8.8%) 37(11.6%) 32(11.6%)

감염경로 조사 중 161(35.7%) 153(37.6%) 116(33.9%) 124(39.0%) 215(46.2%) 181(36.5%) 170(37.3%)

확진자 접촉 195(43.2%) 163(40.0%) 148(45.3%) 154(48.4%) 194(41.7%) 281(56.7%) 247(54.2%)

집단사례 관련 85(18.8%) 83(20.4%) 63(19.3%) 34(10.7%) 44(9.5%) 28(5.6%) 31(6.8%)

해외유입(관련) 10(2.2%) 8(2.0%) 5(1.5%) 5(1.9%) 12(2.6%) 5(1.2%)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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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집단발생 4 3 2 4 2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16.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9,588
(전일대비 +456)

4,681
(+197)

44,244
(+259)

663
(-)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66,773
(전일대비 +2,736)

110,732
(+1,523)

256,049
(+1,21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16.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6. 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5,428 3,648,373 25,429 1,438,424



 - 전날 대비 1,53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75,046명(157,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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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50 32 97 23 49 14 7 456 28 14 39 13 8 12 80 10 34 1,53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108,58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715,346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18,1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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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1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03,848 15,913,877 122,041 6,326,705



■ 전세계 (2021.07.16.10시 기준)

- 전일 대비 737,567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88,868,919명(0.4%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065,821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2%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15.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15.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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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기준, The New York Times)

       



- 중국 시노백 백신 맞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지사 두 번째 양성

- 하루 세계 확진 10% 나온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신에 뒤통수 맞았다

- 아시아 코로나 진원 인도→동남아…연일 최다 확진에 산소대란

- 이제 와서?...WHO, 중국에 '코로나 조사' 협조 촉구

- "1인 2도넛 보장하라""짠하다"…정은경 청장 '카드내역' 화제

- 포장 또 포장…정은경 업무추진비 내역에 누리꾼 "고단함 느껴져"

- 'K방역'이란 달콤한 거짓말

- 신규확진 1536명…전국적 확산에 비수도권 '5인 금지' 검토

- 김총리 "비수도권도 '5인금지'로 통일해달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 ‘파병’ 청해부대 6명 코로나19 확진에...부대원 전원 공군 수송기로 조기 귀국한

- 청해부대 코로나 전수검사 중…유증상 80명 대부분 경증

- 백신 1차접종 31.1%, 접종완료 12.3%…접종률 '제자리'

- 질병청 "7월 백신 수급에 문제? 전혀 아닙니다"

- 백신 예약 분산, 효과 있을까…"수요조사 후 일괄 배정도 고려해봐야"

- 진짜 '물백신'?…"中 시노백 항체, 회복환자와 유사하거나 적어"

- 고3·교직원 등 64만명 이번주 화이자 접종 시작 

- 코로나 백신이 임신 방해? 정부, 입장 모호해 혼란

- “외국산 코로나19 백신 도입 검토 안해…자체 백신 충분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