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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18.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11.(수) 8.12.(목) 8.13.(금) 8.14.(토) 8.15.(일) 8.16.(월) 8.17.(화)
총 확진자 575 540 573 510 396 385 516

10세미만(명),(%) 37 6.4% 30 5.6% 33 5.8% 38 7.5% 24 6.1% 31 8.1% 33 6.4%
10대(명),(%) 77 13.4% 45 8.3% 68 11.9% 58 11.4 44 11.1% 40 10.4% 54 10.5%

20대(명),(%) 122 21.2% 123 22.8% 128 22.3% 114 22.4% 91 23% 72 18.7% 119 23.1%

30대(명),(%) 98 17.0% 91 16.9% 93 16.2% 73 14.3% 77 19.5% 81 21% 86 16.7%

40대(명),(%) 85 14.8% 87 16.1% 100 17.5% 96 18.8% 59 14.9% 62 16.1% 81 15.7%

50대(명),(%) 102 17.7% 87 16.1% 104 18.2% 82 16.1% 57 14.4% 73 19% 94 18.2%

60대(명),(%) 36 6.3% 61 11.3% 36 6.3% 39 7.6% 31 7.8% 19 4.9% 41 7.9%

70대(명),(%) 11 1.9% 14 2.6% 8 1.4% 6 1.2% 7 1.8% 4 1% 5 1%

80대 이상 7 1.2% 2 0.4% 3 0.5% 4 0.8% 5 1.3% 3 0.8% 3 0.6%
감염경로 조사 중 177(30.8%) 212(39.3%) 200(34.9%) 200(39.2%) 135(34.1%) 141(36.6%) 220(42.6%)

확진자 접촉 274(47.7%) 270(50.0%) 303(52.9%) 246(48.2%) 195(49.2%) 205(53.2%) 258(50.0%)
집단사례 관련 114(19.8%) 44(8.1%) 56(9.8%) 58(11.4%) 59(14.9%) 26(6.8%) 32(6.2%)
신규 집단발생 7 6 1 1 1 1 3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18.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4,283
(4일 전 대비 +515)

7,576
(-242)

55,997
(+757)

710
(+0)

0.9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25,465 148,111 277,35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1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18.0시 기준)

구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82,839 5,761,140 108,243 2,487,049



 - 전날 대비 1,805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28,657명(199,5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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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124 61 92 31 34 32 6 515 40 33 70 20 34 37 105 46 15 1,805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461,685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598,30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634,72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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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1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718,883 23,780,511 493,672 10,491,866



■ 전세계 (2021.08.18.10시 기준)
- 전 일 대비 880,62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08,485,060명(0.4%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380,559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17.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17.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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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기준, The New York Times)

       



- 델타 확산에 美어린이 코로나 감염자 증가

- 영국 보건당국, 모더나 백신 12~17세 접종 승인

- 일본 도쿄 등 코로나 긴급사태 8워월 말을 9월 12일까지 연장

- 미국 하루 평균 확진자 14만명...‘일반인에 부스터샷 권고’ 임박

-  요양시설 돌파감염에도 백신 중증 예방효과 75% 있었다

- ‘델타 변이’ 급증, 검출률 85% 달해

- 정부 “모더나, 추가 공급 약속” 도입시기 확약은 못받았다

- “백신 부작용 두렵다” 60~74세 미접종자 재예약률 23%

- 고위험군 60대 접종 완료율 16% 불과, 2030보다 낮아 비상

- 찔끔찔끔 오는 모더나 백신... 알고보니 ‘굴욕 계약’

- 신 접종 주저하는 2040, 가족 위한다면 생각 고쳐야

- 우려 안고 시작된 등교, 집단감염 없도록 만전 기하길

- 델타 변이 이후

- 김총리 "백신 미접종 젊은층 중증 사례 늘어"…접종 호소 (

- 박수현 "이미 확보한 백신으로 '10월 70% 접종완료' 달성 가능“

- "정부는 악덕 고용주였다" 공무원들 결국 'K방역 사표’

- WHO "북한, 3만6천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여전히 '0명'“

- 1차 접종 71만명 늘어, 접종 완료율 20% 돌파…사망 의심 5건 추가

- "남편이 머리 감겨줬어요"..백신 접종후 쏟아지는 50대 후기들

- 3040 'AZ 잔여백신' 접종 허용에 의협 "심각한 우려“

- 한국화이자, ‘희망’ 임직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별도 물량”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