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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13.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06.(금) 8.07.(토) 8.08.(일) 8.09.(월) 8.10.(화) 8.11.(수) 8.12.(목)

총 확진자 514 462 408 420 666 575 540

10세미만 43(8.4%) 35(7.6%) 39(9.6%) 27(6.4%) 40(6.0%) 37(6.4%) 30(5.6%)

10대 53(10.3%) 48(10.4%) 48(11.8%) 52(12.4%) 72(10.8%) 77(13.4%) 45(8.3%)

20대 99(19.3%) 85(18.4%) 79(19.4%) 86(20.5%) 147(22.1%) 122(21.2%) 123(22.8%)

30대 87(16.9%) 92(19.9%) 77(18.9%) 69(16.4%) 130(19.5%) 98(17.0%) 91(16.9%)

40대 88(17.1%) 71(15.4%) 65(15.9%) 74(17.6%) 106(15.9%) 85(14.8%) 87(16.1%)

50대 83(16.1%) 79(17.1%) 69(16.9%) 66(15.7%) 98(14.7%) 102(17.7%) 87(16.1%)

60대 49(9.5%) 38(8.2%) 21(5.1%) 36(8.6%) 51(7.7%) 36(6.3%) 61(11.3%)

70대 10(1.9%) 10(2.2%) 6(1.5%) 7(1.7%) 13(2.0%) 11(1.9%) 14(2.6%)

80대 이상 2(0.4%) 4(0.9%) 4(1.0%) 3(0.7%) 9(1.4%) 7(1.2%) 2(0.4%)

감염경로 조사 중 203(39.5%) 169(36.5%) 155(38.0%) 148(35.2%) 261(39.2%) 177(30.8%) 212(39.3%)

확진자 접촉 238(46.3%) 221(47.7%) 193(47.3%) 207(49.3%) 298(44.7%) 274(47.7%) 270(50.0%)

집단사례 관련 58(11.3%) 66(14.3%) 54(13.2%) 40(9.5%) 88(13.2%) 114(19.8%) 44(8.1%)

신규 집단발생 3 1 2 2 3 7 6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13.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1,904
(전일 대비 +540)

7,296
(+101)

53,908
(+437)

700
(+2)

1.14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99,305 126,367 272,938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1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13.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5,431 5,285,820 165,797 2,111,895



 - 전날 대비 1,99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20,182(192,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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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178 55 94 14 58 39 7 527 33 50 68 25 18 77 122 44 77 1,99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257,967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498,250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539,535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누적

*확진 검사자 수 제외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8.1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1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66,325 21,981,720 705,064 8,932,065



■ 전세계 (2021.08.13.10시 기준)
- 전일 대비 622,774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05,221,336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331,09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12.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12.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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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기준, The New York Times)

       



- “화이자 백신 구해줄게”...국제사기단, 佛·이스라엘 등에도 접근

- 스페인, 유럽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영국 제친 비결은

- 김 총리 “거리두기 강화보단 현장 실행력 확보...백신 공급 최선”

- “집단면역 신기루...접종 속도내고 치료제 개발까지 버텨야”

-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치명률 뚝 떨어져...경증은 자가격리, 위중환자에 집중할 때

- 풍선·휴가··델타·방역 의식 느슨...非수도권 코로나 급증 이유가 넘친다

- 중대본, 4단계보다 강도 더 높인 새 방역조처 도입 검토...집합금지 대상 시설 늘어날 수도

- 백신 수급 큰 차질 없으면 9월 중순이후 1차 접종률 70%...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중심 방역체계 개편 가능성

- 확산 억제보다 위중증 집중하는 ‘위드코로나’ 주장에...방역당국, ‘체계 전환 검토 안해“

- 정부, 이미 방역체계 전환 시기 저울질...접종률 증가에 따른 대응 변환 검토

- 전문가, “독감처럼 토착화...효과적인 치료제 보급이 방역 체계전환의 열쇠”

- 화이자 맞았는데...제주 노인주간보호센터서 델타 변이 돌파감염 추정 21명 집단 확진

-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중 51만 명, 한 달 전 보다 3배 증가

- AZ 잔여백신 40대에도 접종 허용...정부 이르면 오늘 발표

- 추진단, AZ 접종 연령 유지하되 AZ 잔여 백신의 경우 40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도록 허용 방안 논의

- 50대 이상, 화이자·모더나 선호...AZ 잔여 백신 다수 나오는데 찾는 사람 없어 대부분 폐기

- 정은경 청장, “AZ 허가 범위 18세 이상...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심의위 거쳐 검토할 수 있는 범위”

- 18~49세 백신 예약률 고작 56%, 정부 ‘11월 집단면역’ 목표 차질

- 잇단 돌파감염에 백신 효능 불신 커져...젊은 층에 나타나는 mRNA 부작용도 영향 미쳐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없어진 것도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

- 성남·시흥서 20·30대 남녀 백신 접종 후 사망...연관성 주목

- 접종-사망 인과관계 명확 땐 ‘부검 소견서’ 생략...피해보상 절차 간소화

- 백신 부족한데 버려지는 AZ...정부, 접종연령 하향 ‘플랜 B’ 나설 듯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