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389호 발 행 처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발 행 일 │ 2021. 7. 20. (화)
http :/ /w w w .gid cc.or.k r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20.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13.(화) 7.14.(수) 7.15.(목) 7.16.(금) 7.17.(토) 7.18.(일) 7.19.(월)

총 확진자 465 496 456 393 373 341 383

20세 미만 75(23.6%) 85(26.7%) 71(22.3%) 63(19.8%) 76(23.9%) 61(19.2%) 68(21.4%)

20대 116(36.5%) 101(31.8%) 89(28.0%) 80(25.2%) 76(23.9%) 65(20.4%) 75(23.6%)

30대 83(26.1%) 89(28.0%) 99(31.1%) 56(17.6%) 51(16.0%) 48(15.1%) 57(17.9%)

40대 80(25.2%) 94(29.6%) 94(29.6%) 80(25.2%) 55(17.3%) 61(19.2%) 78(24.5%)

50대 83(26.1%) 90(28.3%) 71(28.3%) 80(25.2%) 86(27.0%) 78(24.5%) 82(25.8%)

60세 이상 28(8.8%) 37(11.6%) 32(11.6%) 34(10.7%) 29(9.1%) 28(8.8%) 23(7.2%)

감염경로 조사 중 215(46.2%) 181(36.5%) 170(37.3%) 130(33.1%) 134(35.9%) 132(38.7%) 136(35.8%)

확진자 접촉 194(41.7%) 281(56.7%) 247(54.2%) 202(51.4%) 183(49.1%) 164(48.1%) 205(53.5%)

집단사례 관련 44(9.5%) 28(5.6%) 31(6.8%) 50(12.7%) 43(11.5%) 40(11.7%) 31(7.8%)

해외유입(관련) 12(2.6%) 5(1.2%) 8(1.8%) 11(2.8%) 13(3.5%) 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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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집단발생 2 2 2 3 4 4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20.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50,694
(전일대비 +1,106)

4,948
(+267)

45,080
(+836)

666
(+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72,182
(전일대비 +5,409)

115,189
(+4,457)

256,993
(+94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20.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0. 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3,918 3,771,334 9,269 1,505,921



 - 전날 대비 1,278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80,481명(160,3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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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49 30 71 25 73 9 13 383 42 44 30 15 9 19 57 8 7 1,278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251,987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826,83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44,67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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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20. 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58,538 16,291,956 46,093 6,613,294



■ 전세계 (2021.07.20.10시 기준)

- 전일 대비 245,399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0,526,225명(0.1%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091,672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19.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19.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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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기준, The New York Times)

       



- “영국 코로나 입원환자 60%가 백신 2회 접종자”

- 바이든 백신 허위정보 비판에…유튜브 "동영상 믿을만한지 표시" 

- 미국 확진자 3만명으로

- 미국, 코로나109 백신 미접종자 오히려 델타변이 덜 걱정

-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278명…2주째 네 자릿수 기록

- 모더나 부족해 화이자 '돌려막기'.."백신 좋고 나쁨 떠나 접종 직전에 바꾸니 불안“

- 확진자 1278명…김 총리 "청해부대 집단감염, 대단히 송구“

- 약발 안 먹히는 4단계... 8월까지 연장론 고개

- 충격적인 청해부대원 82% 집단감염, 책임 엄중히 따져야

- 청해부대 백신 안 보낸 이유 책임있게 설명

- 군과 정부의 무관심·태만이 청해부대 참사 불렀다

- 청해부대 방역 참사, 책임 소재 꼭 물어야

- 무능한 관료를 둔 국민의 고달픔

- 50~52세 오후 8시부터 접종 예약…"오늘은 제발 먹통 없길“

- "3초만에 37만명 제쳐"..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뒷문' 또 열렸다

- 백신 수급 불안정…靑 “앞으로 상황, 100% 자신 부적절”

- 백신 1차 접종 15만8천여 명↑…접종 완료율 13% 육박

-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 86% '온도 일탈’

-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구미 50대 경찰관 숨져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 인도네시아 긴급사용승인

-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