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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27.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20.(화) 7.21.(수) 7.22.(목) 7.23.(금) 7.24.(토) 7.25.(일) 7.26.(월)

총 확진자 465 373 415 465 320 350 375

20세 미만 84(26.4%) 73(23.0%) 69(21.7%) 91(19.6%) 49(15.3%) 59(16.9%) 66(17.6%)

20대 92(28.9%) 68(21.4%) 89(28.0%) 104(22.4%) 81(25.3%) 67(19.1%) 88(23.5%)

30대 77(24.2%) 58(18.2%) 76(23.9%) 60(12.9%) 58(18.1%) 55(15.7%) 63(16.8%)

40대 85(26.7%) 79(24.8%) 63(19.8%) 83(17.8%) 61(19.1%) 65(18.6%) 61(16.3%)

50대 91(28.6%) 70(22.0%) 74(23.3%) 83(17.8%) 45(14.1%) 64(18.3%) 69(18.4%)

60세 이상 36(11.3%) 25(7.9%) 44(13.8%) 44(9.5%) 26(8.1%) 40(11.4%) 28(7.5%)

감염경로 조사 중 159(34.2%) 133(35.7%) 145(34.9%) 172(37.0%) 87(27.2%) 126(36.0%) 117(31.2)

확진자 접촉 220(47.3%) 190(50.9%) 215(51.8%) 225(48.4%) 190(59.4%) 190(54.3%) 202(53.9)

집단사례 관련 69(7.8%) 39(10.5%) 42(10.1%) 51(11.0%) 35(10.9%) 25(7.1%) 41(10.9)

해외유입(관련) 17(2.9%) 10(2.7%) 12(2.9%) 17(3.7%) 8(2.5%) 7(2.0%) 14(3.7)

병의원, 요양관련 0(0%) 1(0.3%) 1(0.2%) 0(0.0%) 0(0.0%) 2(0.6%) 1(0.3)

신규 집단발생 5 3 2 5 1 2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27.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3,839
(전일대비 +375)

5,524
(+57)

47,636
(+497)

679
(+1)

0.9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86,001
(전일대비 +1,640)

122,392
(전일대비 +591)

263,609
(전일대비 +1,049)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27. 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7.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66,022 4,118,191 13,921 1,581,636



 - 전날 대비 1,365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91,531명(168,6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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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64 66 58 22 71 5 3 364 60 12 37 30 15 20 85 15 89 1,365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528,609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027,664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309,41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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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27. 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17,251 17,516,422 58,218 6,917,391



■ 전세계 (2021.07.27.10시 기준)

- 전일 대비 230,46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4,354,288명(0.1%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163,220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26.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26.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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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기준, The New York Times)

       



- 英서 코로나19 확진자 6일 내리 감소세...전문가들은 상황 주시

- 美, 확진자 늘자 일부 지역 ‘공무원 백신 의무화’

- 美, 델타변이 전 세계 폭증에 “국제여행 제한 당분간 유지”

-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 대비해야...美, 백신 선개발 추진

- 러시아, AZ-스푸트니크V 교차 접종 임상 승인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365명 ‘월요일 최대’...전날 1차 접종자 61만명 

- 김 총리 “코로나 방역위반 8200건 적발...법적 조치”

- 김부겸 “코로나 확산세, 2주 내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 만들자”

-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 넘어서

- 델타, 지난달 넷째주 검출률 3.3%에 그쳐...한달만에 48.6%로 치솟아

- 정부 “델타, 이미 과반”...연말 “부스터샷” 검토

- 방역당국, “델타, 이미 과반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 주도 판단돼...거리두기 등 기존 대응은 유지”

- 미 연구진, “델타변이 69개 아종 발견...높은 감염력·유전적 다양성 갖춰”

- 민주노총 3명 감염원인 ‘노동자대회’가 아니었다

- 확진받은 민주노총 3명 감염원인, 집회 나흘 뒤 방문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

- 당국, 확진자 소속된 상근직원 122명과 참석자 4,701명 검사 결과 추가 확진 없어

- 방대본,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민노총 집회가 안전하게 이행되었다는 보장은 결코 아니야”

- 오늘부터 대기업 사업장 화이자 자체접종...모더나 공급차질 새 ‘변수’

- 정부, 지난 2~3월 우선 접종한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대상으로 연말에 ‘부스터샷’ 시행 검토

- 모더나 수급 비상...백신 접종 또 혼란

- 정부, “모더나에서 생산 관련 이슈 있다고 통보...행정·외교 역량 총동원 대응”

- 내주 모더나 접종 예약자 55~59세도 화이자 맞아...40대 이하 접종 줄줄이 미뤄질 우려

- 세계 각국, 델타 변이 확산으로 부스터샷 백신 확보에 나서...화이자 도입도 장담 어려워

- 정부,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 인정

- 백신과 인과성 인정된 두 번째 사례...심근염으로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

- 방역당국, mRNA 접종 후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등 이상반응 발생하면 신속히 진료 받아야

- 국내 교차접종 결과보니...아스트라·화이자 섞어 맞았을 때 항체 6배 더 생성

- 국립감염병硏, 의료인 499명 조사...1차 AZ·2차 화이자 교차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 6배 더 생성

- 전문가들, 교차 접종 예방 효과 더 높다고 추정 가능하지만 6배 더 좋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워

- 교차 접종 시 델타 변이 중화 효력은 기존 대비 3.4배 가량 감소...동일 백신 2회 접종과 차이 없어

- 백신차별 없다더니...이주민 명단 누락, 이유도 몰라

- 건보가입 외국인들도 접종 예약 오류...콜센터, “보건소가서 직접 등록해야”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