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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29.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22.(목) 7.23.(금) 7.24.(토) 7.25.(일) 7.26.(월) 7.27.(화) 7.28.(수)

총 확진자 415 465 320 350 375 557 468

20세 미만 69(21.7%) 91(19.6%) 49(15.3%) 59(16.9%) 66(17.6%) 96(17.2%) 89(19.0%)

20대 89(28.0%) 104(22.4%) 81(25.3%) 67(19.1%) 88(23.5%) 110(19.7%) 105(22.4%)

30대 76(23.9%) 60(12.9%) 58(18.1%) 55(15.7%) 63(16.8%) 91(16.3%) 71(15.2%)

40대 63(19.8%) 83(17.8%) 61(19.1%) 65(18.6%) 61(16.3%) 99(17.8%) 76(16.2%)

50대 74(23.3%) 83(17.8%) 45(14.1%) 64(18.3%) 69(18.4%) 101(18.1%) 90(19.2%)

60세 이상 44(13.8%) 44(9.5%) 26(8.1%) 40(11.4%) 28(7.5%) 60(10.8%) 37(7.9%)

감염경로 조사 중 145(34.9%) 172(37.0%) 87(27.2%) 126(36.0%) 117(31.2) 203(36.4%) 153(32.7%)

확진자 접촉 215(51.8%) 225(48.4%) 190(59.4%) 190(54.3%) 202(53.9) 243(43.6%) 253(54.1%)

집단사례 관련 42(10.1%) 51(11.0%) 35(10.9%) 25(7.1%) 41(10.9) 97(17.4%) 53(11.3%)

해외유입(관련) 12(2.9%) 17(3.7%) 8(2.5%) 7(2.0%) 14(3.7) 14(2.5%)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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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집단발생 2 5 1 2 3 7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29.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4,864
(전일대비 +468)

5,717
(+133)

48,466
(+334)

681
(+1)

1.0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90,273
(전일대비 +1,802)

125,167
(전일대비 +978)

265,106
(전일대비 +82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29.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9.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21,562 4,346,986 8,795 1,603,917



 - 전날 대비 1,674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95,099명(171,5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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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81 56 94 39 69 14 5 460 46 30 46 30 18 22 90 24 42 1,674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637,506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100,08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342,32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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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2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77,853 18,382,137 40,086 7,018,654



■ 전세계 (2021.07.29.10시 기준)
- 전일 대비 233,25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5,498,370명(0.1%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180,770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28.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28.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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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기준, The New York Times)

       



- 올림픽 한창인 일본, 하루 9,576명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

- ‘올림픽 도중 급증’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발령 검토

- 코로나 0명이라더니...“주 러시아 北(북)영사 아내, 코로나로 사망”

- 美 연구진 “코로나 감염자, 집계된 것 2배 넘어...6500만명 예상”

- “미얀마 코로나 폭증 너무 두려워”...8월 한국행 항공편 ‘만석’

- 다시 마스크 쓰는 미국...백신이 델타 변이 속도 못 따라잡았다

- 신규 확진자 1823명 또 최다기록 경신...휴가철 피서객 몰리며 늘어난 듯

- 수도권에선 1200명대 첫 돌파, 비수도권선 600명대 처음 넘어...전국에 ‘코로나 안전지대’ 없는 셈

- 20·30대 코로나 사망자 1명씩 발생...“모두 기저질환 있어”

- 거리두기 4단계 3주 되는데 확진자 안줄고 되레 치솟아

- 정부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 검토”

- 전문가들 “정부 방역 조치에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감 커져 기대한만큼 효과내지 못해”

- 변이유행국 유학생, 국내 접종률 70% 될 때까지 입국 제한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유학생들의 입국 9월말까지 제한...인도·브라질 등 26개국

-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 PCR 검사 받아야

-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경우, 학교밖 자가격리 시설이나 학교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백신 1차 접종률 34.9%, 완료는 13.6%...신규 이상반응 1800건

- 화이자 “부스터샷, 고령층 델타 변이 예방 최대 11배”

- 정부 “모더나 일부 물량 내주 공급...접종계획 예정대로”

- 중수본, “모더나사, 연기 물량 상당 부분 다음주에 우선 공급, 8월 물량도 차질 없이 공급 협의해”

- 50대 접종 현 일정대로 진행...만 18세~49세 대상 접종도 계획대로 8~9월에 진행

- 정부, 모더나 등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물량 분기별로 계약...같은 사례 반복될 가능성 있어

- 정부 “3분기 최소잔여형 주사기 1억2000만개 확보”

- 美 FDA, J&J 코로나 백신 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