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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22.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15.(목) 7.16.(금) 7.17.(토) 7.18.(일) 7.19.(월) 7.20.(화) 7.21.(수)

총 확진자 456 393 373 341 383 465 373

20세 미만 71(22.3%) 63(19.8%) 76(23.9%) 61(19.2%) 68(21.4%) 84(26.4%) 73(23.0%)

20대 89(28.0%) 80(25.2%) 76(23.9%) 65(20.4%) 75(23.6%) 92(28.9%) 68(21.4%)

30대 99(31.1%) 56(17.6%) 51(16.0%) 48(15.1%) 57(17.9%) 77(24.2%) 58(18.2%)

40대 94(29.6%) 80(25.2%) 55(17.3%) 61(19.2%) 78(24.5%) 85(26.7%) 79(24.8%)

50대 71(28.3%) 80(25.2%) 86(27.0%) 78(24.5%) 82(25.8%) 91(28.6%) 70(22.0%)

60세 이상 32(11.6%) 34(10.7%) 29(9.1%) 28(8.8%) 23(7.2%) 36(11.3%) 25(7.9%)

감염경로 조사 중 170(37.3%) 130(33.1%) 134(35.9%) 132(38.7%) 136(35.8%) 159(34.2%) 133(35.7%)

확진자 접촉 247(54.2%) 202(51.4%) 183(49.1%) 164(48.1%) 205(53.5%) 220(47.3%) 190(50.9%)

집단사례 관련 31(6.8%) 50(12.7%) 43(11.5%) 40(11.7%) 31(7.8%) 69(7.8%) 39(10.5%)

해외유입(관련) 8(1.8%) 11(2.8%) 13(3.5%) 5(1.5%) 11(2.9%) 17(2.9%) 10(2.7%)

병의원, 요양관련 0(0%) 0(0%) 0(0%) 0(0%) 0(0%) 0(0%) 1(0.3%)

신규 집단발생 2 3 4 4 4 5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22.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51,914 5,153 46,092 669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77,572 117,881 259,691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22.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2. 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9,593 3,856,471 4,387 1,533,382



 - 전날 대비 1,84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84,103명(163,0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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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105 38 130 11 81 25 10 373 47 28 39 4 18 29 91 24 290 1,842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343,91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890,319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69,49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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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22. 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39,214 16,583,044 23,593 6,723,004



■ 전세계 (2021.07.22.10시 기준)

- 전일 대비 1,497,437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2,023,662명(0.8%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127,227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21.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21.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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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기준, The New York Times)

       



- 코로나19 직격탄 미국, CNN '선수 5명 올림픽 출전 좌절’

- 북한 "쿠바인민 투쟁 승리할 것…세계가 미국의 책동 규탄"

- 격리자 증가에 텅텅 빈 슈퍼 진열대…'핑데믹'에 떠는 영국

- 신규확진 1842명, 또 최대치 경신…비수도권 증가세 '6시 통금' 되나

- 하루 2000명 육박인데 다음주에 안정화?.."남은 건 봉쇄 뿐“

-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양 1200배 많다... 급속 확산 이유 있었

- 돌파감염 647명, 10만명당 12명 수준…"갈수록 늘겠지만 자연스런 현상“

- 젊은층들 어쩌나..①위중증·사망자 '2배' ②얀센은 델타에 '취약' ③40대이하 접종계획 '깜깜'

-  靑 "누구도 생각못한 청해부대 수송기 2대 급파…文 지시였다“

- 경기도, '긴급보육 이용 가정'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 코로나 환자 돌본다 하자 돌아온 말, 내 귀를 의심했다

- '델타변이' 확산에 佛 '백신여권' 도입…위반시 최소 203만원 벌금

- 진짜 '물백신'?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진 "中 시노팜 '델타·베타' 변이에 효과 거의 없다“

- 백신 1차 접종자 13만8천여 명↑…인구 대비 접종률 32.3% 

- "백신 예약 대신해드립니다"…엇갈린 반응

- 文대통령 질책 후…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범정부 TF' 구축 협의

- 文대통령 질책에...50대 백신 예약 초반 20분 접속 지연 후 '대체로 원활’

- 접종 사전예약시스템 오류 반복…당국 "성능·기능 점검 수행“

- 연일 최다 확진…‘델타 변이’ 공포에 백신 접종해도 불안

- "화이자·AZ백신, 델타변이에도 상당한 예방효과 재확인“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확진”…국내 ‘돌파감염’ 추정 사례 ‘급증’

- 델콘RF제약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임상1상 IND승인

-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 DNA 백신 특허 출원

- 진짜 '물백신'?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진 "中 시노팜 '델타·베타' 변이에 효과 거의 없다"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