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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03.0시 기준)

구분
2021년 7월 2021년 8월

7.29.(목) 7.30.(금) 7.31.(토) 8.01.(일) 8.02.(월) 8.03.(화) 8.04.(수)

총 확진자 524 395 406 338 360 487 487

20세 미만 85(16.2%) 78(19.7%) 65(16.0%) 73(21.6%) 65(18.1%) 82(16.8%) 83(17%)

20대 94(17.9%) 85(21.5%) 78(19.2%) 63(18.6%) 80(22.3%) 107(22.0%) 110(22.6%)

30대 73(13.9%) 64(16.2%) 65(16.0%) 61(18.0%) 62(17.3%) 99(20.3%) 74(15.2%)

40대 96(18.3%) 63(15.9%) 72(17.7%) 70(20.7%) 60(16.7%) 70(14.4%) 79(16.2%)

50대 117(22.3%) 55(13.9%) 80(19.7%) 45(13.3%) 69(19.2%) 85(17.5%) 85(17.5%)

60세 이상 59(11.3%) 50(12.7%) 46(11.3%) 26(7.7%) 24(6.7%) 44(9.0%) 56(11.5%)

감염경로 조사 중 183(34.9%) 137(34.7%) 134(33%) 106(31.4%) 112(31.1%) 178(36.6%) 158(32.4%)

확진자 접촉 236(45.0%) 175(44.3%) 210(51.7%) 168(49.7%) 182(50.6%) 226(46.4%) 264(54.2%)

집단사례 관련 93(17.7%) 68(17.2%) 49(12.1%0 54(16.0%) 49(13.6%) 67(13.8%) 53(10.9%)

신규 집단발생 3 4 4 2 4 3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05.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7,858
(전일 대비 +487)

6,200
(+38)

50,972
(+448)

686
(+1)

1.00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99,327
(전일 대비 -4)

129,426
(전일 대비 -446)

269,901
(전일 대비 +442)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05.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05.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1,937 4,852,679 32,848 1,707,126



 - 전날 대비 1,77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05,702명(180,7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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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112 121 90 17 70 13 15 487 31 45 71 19 20 60 82 24 33 1,77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1,908,436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287,24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415,48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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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0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64,924 20,171,328 109,665 7,290,594



■ 전세계 (2021.08.05.10시 기준)
- 전일 대비 562,61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00,128,659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254,94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04.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04.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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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기준, The New York Times)

       



- 코로나19 감염자 급감한 영국...왜?

- 과학자들 “올 겨울도 영국선 코로나 사망자 수만명...” 독감처럼

- 올림픽 12일째 日 코로나 확진자 1만 2000명대로 늘어...도쿄는 3709명

- ‘코로나19에 승리’선언했던 중국, 전국 재확산 조짐

- 정부 “내년에 쓸 화이자·모더나 5000만회분 추가 구매”

-  ‘무서운 델타 변이’... 청해부대 확진 272명 모두 감염시켰다

- ‘델타변이’ 탓 꺾이지 않는 확진자... 수도권 4단계 연장 무게

- 뒤늦게 ‘내년 백신 5000만회분’ 계약 다됐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 8말 9초에 몰린 아스트라-화이자 2차 접종 일부 병원 하루 150명 넘게 예약 ‘과부하’

- 2·3월 접종자 ‘약발’ 떨어지는데 변이 유행... 고위험군 비상

- 8월 말 3개 백신 다중 접종, 과부하ㆍ오접종 막을 대책 급하다

- 세계 2억명 확진, 백신 확보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 백신 독자개발 게걸음, 국민은 불안하다

- 변이 속출에 현실화하는 ‘위드 코로나’, 백신 확보 더 힘써야

- 델타 변이 등장으로 달라진 미래

-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

- "델타·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

- 랩지노믹스, KIST·경북대와 코로나 다가백신 개발 착수

- 영국 방역조치 해제 후 백신 접종자 감염율 4배 늘었다

- 백신 의무화 놓고 둘로 쪼개진 미국…찬성 49% vs 반대 46%

- 백신휴가 '꿈도 못 꾸는' 어린이집 교사·택배기사들 "아파도 출근“

-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구토' '복통'…응급실서 사망

- 백신 1차접종 16만4천924명↑ 총 2천33만6천252명…인구의 39.6%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