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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09.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02.(월) 8.03.(화) 8.04.(수) 8.05.(목) 8.06.(금) 8.07.(토) 8.08.(일)

총 확진자 360 487 487 462 514 463 408

20세 미만 65(18.1%) 82(16.8%) 83(17%) 96(20.8%) 96(18.7%) 84(18.1%) 87(21.3%)

20대 80(22.3%) 107(22.0%) 110(22.6%) 88(19.0%) 99(19.3%) 85(18.4%) 79(19.4%)

30대 62(17.3%) 99(20.3%) 74(15.2%) 89(19.3%) 87(16.9%) 92(19.9%) 77(18.9%)

40대 60(16.7%) 70(14.4%) 79(16.2%) 71(15.4%) 88(17.1%) 71(15.3%) 65(15.9%)

50대 69(19.2%) 85(17.5%) 85(17.5%) 69(14.9%) 83(16.1%) 79(17.1%) 69(16.9%)

60세 이상 24(6.7%) 44(9.0%) 56(11.5%) 49(10.6%) 61(11.9%) 52(11.2%) 31(7.6%)

감염경로 조사 중 112(31.1%) 178(36.6%) 158(32.4%) 125(27.1%) 203(39.5%) 169(36.5%) 155(38.0%)

확진자 접촉 182(50.6%) 226(46.4%) 264(54.2%) 257(55.6%) 238(46.3%) 221(47.7%) 193(47.3%)

집단사례 관련 49(13.6%) 67(13.8%) 53(10.9%) 69(14.9%) 58(11.3%) 66(14.3%) 54(13.2%)

신규 집단발생 4 3 2 6 3 1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09.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59,704
(전일 대비 +408)

6,729
(+130)

52,283
(+276)

692
(+2)

1.06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99,313
(전일 대비 +10)

127,644
(전일 대비 -388)

271,271
(전일 대비 +398)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09.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09.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0,182 5,014,846 1,918 1,806,009



 - 전날 대비 1,49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12,448명(186,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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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121 82 65 15 42 25 1 402 23 38 65 20 14 30 87 11 37 1,492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057,83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377,87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467,50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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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09.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7,507 20,935,589 2,234 7,721,046



■ 전세계 (2021.08.09.10시 기준)
- 전 주 금요일 대비 1,933,205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02,635,2805명(1.0%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292,960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06.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06.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06. 기준, WHO)

*WHO 자료는 제네바 기준 월요일에 주말 변경사항 반영하여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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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8 기준, The New York Times)

       



- 일본서 ‘람다 변이’ 첫 확인...3차 접종도 검토

- 도쿄2020, 외신들 “비현실적이었던 코로나 올림픽”...“도박 성공” 평가도

- “한·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개시, 코로나19 고려해 추후 결정”

- 미국인 43% “코로나 종식돼도 붐비는 곳에서 마스크 쓰겠다”

- ‘부스터샷’ 시작한 이스라엘...“부작용 발생 비슷하거나 적어”

- 8일 전국 확진자 1729명, 주말 기준 최다 기록...비수도권, 700명대 확진, 전체 43% 차지

- 백신 약발 다했나, 48명 확진 요양병원 42명이 돌파감염

- 전국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발생...‘돌파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우려 커져

- 최근 2주간 요양병원 확진자 78명으로 급증...질병청, “접종 오래돼 효과 어진 듯”

- 방대본, 돌파감염과 집단감염에 관련, “델타 변이, 돌파감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아직 없어”

- 집단감염 확산에도 사망자 많지 않아...전문가, “백신 듣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점”

- 부산시,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 모두 폐장

- 중대본, “비수도권 확진자 수와 비중 계속 증가해 4차 유행 전국화하고 있어”

- 전문가, “사적모임 인원 통제만으론 역부족, 더 강력한 방역체계 개편 필요” 지적

- 델타변이에 위중증 속출...생활치료센터→병원 이송, 한달 새 3배

- 무증상·경증서 급속 악화돼 병실로...6월말 67명에서 지난달 말 196명으로 급증

- 환자 상태 악화의 가장 큰 이유,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여...중환자 병상 여유 40% 수준

- 수도권 상황실, ‘긴급 이송’ 요청 쇄도해...환자 갈수록 늘어 병상 부족 우려

- 18~49세 오늘부터 백신접종 예약...“생일 끝자리 확인하세요”

- 매일 전체 백신 물량의 10%씩만 예약...‘10부제’ 끝나도 다음달 18일까지 추가 예약 가능 전망

- 정부, 대상자 전원 동시 접속해도 대기 시간 50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호소한 제주 20대...종합병원서 수술 받았지만 끝내 숨져

- 한국 백신접종 완료율 OECD 꼴찌로...유일하게 세계평균 아래

- “페노피브레이트, 코로나19 예방 효과 최대 70%”

- “부스터샷은 언발에 오줌누기”...선진국 백신 비축에 우려·비판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