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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23.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16.(금) 7.17.(토) 7.18.(일) 7.19.(월) 7.20.(화) 7.21.(수) 7.22.(목)

총 확진자 393 373 341 383 465 373 415

20세 미만 63(19.8%) 76(23.9%) 61(19.2%) 68(21.4%) 84(26.4%) 73(23.0%) 6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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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56(17.6%) 51(16.0%) 48(15.1%) 57(17.9%) 77(24.2%) 58(18.2%) 76(23.9%)

40대 80(25.2%) 55(17.3%) 61(19.2%) 78(24.5%) 85(26.7%) 79(24.8%) 63(19.8%)

50대 80(25.2%) 86(27.0%) 78(24.5%) 82(25.8%) 91(28.6%) 70(22.0%) 74(23.3%)

60세 이상 34(10.7%) 29(9.1%) 28(8.8%) 23(7.2%) 36(11.3%) 25(7.9%) 44(13.8%)

감염경로 조사 중 130(33.1%) 134(35.9%) 132(38.7%) 136(35.8%) 159(34.2%) 133(35.7%) 145(34.9%)

확진자 접촉 202(51.4%) 183(49.1%) 164(48.1%) 205(53.5%) 220(47.3%) 190(50.9%) 215(51.8%)

집단사례 관련 50(12.7%) 43(11.5%) 40(11.7%) 31(7.8%) 69(7.8%) 39(10.5%) 42(10.1%)

해외유입(관련) 11(2.8%) 13(3.5%) 5(1.5%) 11(2.9%) 17(2.9%) 10(2.7%) 12(2.9%)

병의원, 요양관련 0(0%) 0(0%) 0(0%) 0(0%) 0(0%) 1(0.3%) 1(0.2%)

신규 집단발생 3 4 4 4 5 3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23.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2,329 5,274 46,384 671 0.9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79,726 118,979 260,74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23.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3. 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8,448 3,895,000 9,560 1,547,913



 - 전날 대비 1,63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85,733명(164,2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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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116 60 97 9 67 22 8 415 62 35 28 10 23 16 93 29 20 1,63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388,305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924,56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78,0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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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7.23.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23. 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40,190 16,723,537 41,104 6,779,191



■ 전세계 (2021.07.23.10시 기준)

- 전일 대비 465,95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2,489,618명(0.2%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134,432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22.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22.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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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WHO 코로나 추가 조사 거부 “진짜 과학을 하시라

- 日' 코로나 올림픽' 개막도 전에 선수·관계자 91명 확진

- 산불 연기 타고 코로나 번진다? 미 연구진 “재확산에 영향”

- 이탈리아도 백신 안 맞으면 식당 못 들어간다

- 영국, 필수인력은 코로나 감염자 접촉해도 격리 면제

- 신규확진 1630명…4단계 연장 앞두고 17일째 네 자릿수

- 정부,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민주노총 집회 법·원칙 엄정 대응

- 신규확진 1천630명, 비수도권 35.9% 최고치…수도권 4단계 연장

- 질병청 "청해부대 감염경로? 식자재 가능성 낮아, 역학조사 곧“

= 국방부, ‘90% 감염 청해부대’ 감사 착수…집단감염 책임 밝히나

- 서욱이 보낸 '고래밥' 과자..청해부대 장병 "헛웃음“

- 함정은 콩나물시루…청해부대 그 배 1주일 탄 기자의 시각

- 90여명 집단 증상 호소…"우기라서" 보고한 청해부대

- 前 문무대왕함장 "깜깜이 기항이 청해부대 집단감염 근본 원인“

- 여름휴가 시작됐지만, 4차 대유행과 폭염에 ‘집콕’이 대세

- 치사율 50%, 안구적출도···印코로나 환자 '검은곰팡이증' 공포

- 백신 도입 후 임상 7건…식지 않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 "델타 변이, 잠복기 짧고 1000배 이상 증식...양은 최대 1260배 많아“

- 美 CDC 자문단 "면역취약층에 코로나19 부스터샷 필요" 권고

- 50대 백신 예약 내일 마감…8월 접종계획 다음 주 발표

- 백신 1차 접종 14만명, 접종 완료 4만명 늘어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