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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20.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13.(금) 8.14.(토) 8.15.(일) 8.16.(월) 8.17.(화) 8.18.(수) 8.19.(목)
총 확진자 573 510 396 385 515 649 645

10세미만(명),(%) 33 5.8% 38 7.5% 24 6.1% 31 8.1% 33 6.4% 32 4.9% 61 9.5%

10대(명),(%) 68 11.9% 58 11.4 44 11.1% 40 10.4% 54 10.5% 62 9.6% 51 7.9%

20대(명),(%) 128 22.3% 114 22.4% 91 23% 72 18.7% 119 23.1% 136 21% 136 21.1%

30대(명),(%) 93 16.2% 73 14.3% 77 19.5% 81 21% 85 16.7% 129 19.9% 135 20.9%

40대(명),(%) 100 17.5% 96 18.8% 59 14.9% 62 16.1% 81 15.7% 105 16.2% 106 16.4%

50대(명),(%) 104 18.2% 82 16.1% 57 14.4% 73 19% 94 18.2% 104 16% 88 13.6%

60대(명),(%) 36 6.3% 39 7.6% 31 7.8% 19 4.9% 41 7.9% 54 8.3% 42 6.5%

70대(명),(%) 8 1.4% 6 1.2% 7 1.8% 4 1% 5 1% 19 2.9% 14 2.2%

80대 이상 3 0.5% 4 0.8% 5 1.3% 3 0.8% 3 0.6% 7 1.1% 12 1.9%

감염경로 조사 중 200(34.9%) 200(39.2%) 135(34.1%) 141(36.6%) 220(42.6%) 277(42.7%) 182(28.2%)

확진자 접촉 303(52.9%) 246(48.2%) 195(49.2%) 205(53.2%) 258(50.0%) 327(50.5%) 396(61.4%)

집단사례 관련 56(9.8%) 58(11.4%) 59(14.9%) 26(6.8%) 32(6.2%) 36(5.6%) 28(4.3%)

신규 집단발생 1 1 1 1 3 4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20.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5,577
(4일 전 대비 +645)

8,167
(+272)

56,695
(+372)

715
(+1)

1.02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30,755 151,968 278,78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20.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20.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20,283 6,011,643 62,348 2,621,207



 - 전날 대비 2,05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32,859명(202,7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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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132 39 120 22 58 30 13 645 28 44 76 40 23 67 90 56 13 2,052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567,009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674,560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659,59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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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20.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501,043 24,812,397 292,232 11,106,027



■ 전세계 (2021.08.20.10시 기준)
- 전 일 대비 683,13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09,759,451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398,843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19.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19.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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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기준, The New York Times)

       



- 홍콩, 한국 백신접종 증명 불인정

- 美 ”내달 20일부터 전국민 부스터샷“... 英·獨·日도 추가접종 채비

- 미국, 델타 확산으로 초기 접종자 효과 떨어져 화이자·모더나 맞은 사람은 내달부터 백신 추가 접종

- 선진국들 경쟁적으로 부스터샷 준비... WHO, “저소득국 접종 비율 1.1%에 불과” 비판

- 백신 접종국에서도 델타 변이 재확산되고 있어... 이스라엘, 하루 확진자 8000명대

- 방대본 “모더나와 계약서 문제? 지분 있는 미국과 비교는 무리

- 신규확진 2천52명 이틀째 2천명대…4단계 연장, 식당-카페 밤 9시까지

- '접종률 70%' 집단면역 재검토 가능성…어떻게 보나?

- 美 "아프간 난민, 코로나19 검사 면제"…대피 작전 총력

- 개학과 동시에 학생 확진자 급증…교육 당국은 "등교 확대 불가피“

- "코로나 현장은 끝 모를 터널…책임감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큰 고통“

- 홍콩 하루만에 입장 바꿔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키로

- 접종완료자 4인모임 허용하되, 식당-카페 밤 10시→9시로 당길 듯

- 신규확진 다시 2000명대, 하루 사망자 13명... 정부, 현 거리두기 2주 연장 뒤 추가 연장 여부 검토

- 전문가, ‘현 거리두기는 접종률 높아질 때까지 시간 번다는 의미... 가능한 길게 끌어야“

- 접종완료자 ’최대 4인‘ 모임 거론... 자영업자 부담 덜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독려 의도

- 울산 어린이집-유치원 등 5곳서 20명 무더기 확진 모두 마스크 쓰고도 감염... 무서운 ’델타 변이‘

- 모더나 늦어지니 AZ 잔여 백신 3040예 예상 밖 인기

- 정부 ”국산 백신 1호 연내 접종“ 임상 참여자에 인센티브

- ‘70% 집단면역’ 장담하더니... 천수답 방역 이미 한계 드러내

- 백신 약속 이번엔 꼭 지켜라

- ‘부스터 샷’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 역량 떨어진 역학추적, 방역인력부터 확 늘려야

- 이제 ‘거리두기 의존’ 아닌 현실적 방역책 다시 짤 때다

- “코로나19 vs 백신 접종” 무엇이 더 위험할까?

- 멀쩡하던 20대도 숨져..4차 대유행 확산 속 '백신 불안감' 어쩌나

- "18~49세 다음주에 맞을 백신은…" 오늘 문자 통보

- 백신 넘쳐나는데...프랑스인이 48만원 가짜 접종증명서 사는 이유

- "코로나 안 사라져"…공화 주정부들, 트럼프 항체치료제에 주목

- 파우치 "코로나 백신 기부량 늘리기 위해 제조시설 확대"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