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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7.30.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7.23.(금) 7.24.(토) 7.25.(일) 7.26.(월) 7.27.(화) 7.28.(수) 7.29.(목)

총 확진자 465 320 350 375 557 468 524

20세 미만 91(19.6%) 49(15.3%) 59(16.9%) 66(17.6%) 96(17.2%) 89(19.0%) 85(16.2%)

20대 104(22.4%) 81(25.3%) 67(19.1%) 88(23.5%) 110(19.7%) 105(22.4%) 94(17.9%)

30대 60(12.9%) 58(18.1%) 55(15.7%) 63(16.8%) 91(16.3%) 71(15.2%) 73(13.9%)

40대 83(17.8%) 61(19.1%) 65(18.6%) 61(16.3%) 99(17.8%) 76(16.2%) 96(18.3%)

50대 83(17.8%) 45(14.1%) 64(18.3%) 69(18.4%) 101(18.1%) 90(19.2%) 117(22.3%)

60세 이상 44(9.5%) 26(8.1%) 40(11.4%) 28(7.5%) 60(10.8%) 37(7.9%) 59(11.3%)

감염경로 조사 중 172(37.0%) 87(27.2%) 126(36.0%) 117(31.2) 203(36.4%) 153(32.7%) 183(34.9%)

확진자 접촉 225(48.4%) 190(59.4%) 190(54.3%) 202(53.9) 243(43.6%) 253(54.1%) 236(45.0%)

집단사례 관련 51(11.0%) 35(10.9%) 25(7.1%) 41(10.9) 97(17.4%) 53(11.3%) 93(17.7%)

해외유입(관련) 17(3.7%) 8(2.5%) 7(2.0%) 14(3.7) 14(2.5%) 9(1.9%) 9(1.7%)

병의원, 요양관련 0(0.0%) 0(0.0%) 2(0.6%) 1(0.3) 0(0.0%) 0(0.0%) 3(0.6%)

신규 집단발생 5 1 2 3 7 2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7.30.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5,386
(전일대비 +524)

5,878
(+163)

48,826
(+360)

682
(+1)

1.10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92,343
(전일대비 +2,070)

126,617
(전일대비 +1,450)

265,726
(전일대비 +62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7.30.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30.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85,825 4,433,216 9,048 1,613,841



 - 전날 대비 1,71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96,806명(172,757명 격리해제)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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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77 61 112 24 84 17 4 515 20 34 36 21 17 37 98 18 48 1,71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681,26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128,947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357,2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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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7.30.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46,234 18,729,701 39,069 7,061,508



■ 전세계 (2021.07.30.10시 기준)
- 전일 대비 524,514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96,040,884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188,536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7.29.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7.29.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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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기준, The New York Times)

       



- 日 ‘비상사태’ 확대키로....하루 확진자 1만명 돌파

- 바이든 “군인 접종 의무화 계획 세우라”...코로나 방역지침 강화

- 이스라엘, 60세 이상 백신 3차 접종하기로...전 세계 처음

- “백신 맞으면 11만원 줄게”...美 접종률 올리려 현금 뿌린다

- 전세계 코로나 백신 40억회 접종...中 ‘최다’, 北 ‘0회’

- 수도권 신규확진자 재증가세...3일 연속 1천명대

- ‘델타 팬데믹’ 두 달이 고비...목표 접종률 70→90% 상향 검토

- 방대본, “감염 위험성 기존보다 더 크지만 대응 방법 기존과 같아...쉽지 않고 시간 걸리는 싸움”

- 델타 변이, 1차 접종만으로 효과 작아...현재 전국민 중 접종완료 13.7%

- 백신접종에 2조·방역에 1.5조 쓴다

- 질병청, 추경 3조 680억 확보...3조3585억원에서 2495억원 증액돼

- 치료비 구입비와 관련, “기존 치료제 추가 구입비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 같이 포함”

- 대한산부인과학회, 최근 질병청에 국내 임신부들도 백신 맞을 수 있도록 권고하자는 의견 전달해

- 방역당국, “임신 중 접종 시기·백신 종류·주의사항 등 산부인과학회와 협의할 예정”

- 내주까지 확산세 안 잡히면 영업시간 추가 단축도 검토

- 수도권,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한지 3주째에도 확산세 감소할 기미 보이지 않아

- 지난 12일 위중증 환자 138명에서 29일 2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 위중증 환자, 2주 사이 약 1.7배 증가...1~2주 간격 두고 사망자 늘어날 확률도 높아

- 정부, 다음주 후반까지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추가 방역 강화 대책 검토

- 오늘 8월 백신 접종계획 발표

- 김 총리 “모더나 백신 8월에 850만회 분 제때 공급

- 돌파감염 사례 총 779명...얀센 437명>화이자 172명>AZ 169명>교차접종 1명 순으로 얀센 백신 가장 많아

- 얀센 접종자 중 돌파감염 사례 늘면서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 정부, 23차례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회의 개최해...총 141건에 대해서만 인과성 인정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