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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23.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16.(월) 8.17.(화) 8.18.(수) 8.19.(목) 8.20.(금) 8.21.(토) 8.22.(일)
총 확진자 385 515 649 645 600 524 397

10세미만(명),(%) 31 8.1% 33 6.4% 32 4.9% 61 9.5% 41 6.8% 43 8.2% 35 8.8%

10대(명),(%) 40 10.4% 54 10.5% 62 9.6% 51 7.9% 68 11.3% 50 9.5% 40 10.1%

20대(명),(%) 72 18.7% 119 23.1% 136 21% 136 21.1% 108 18.0% 113 21.6% 86 21.7%

30대(명),(%) 81 21% 85 16.7% 129 19.9% 135 20.9% 114 19.0% 109 20.8% 62 15.6%

40대(명),(%) 62 16.1% 81 15.7% 105 16.2% 106 16.4% 111 18.5% 86 16.4% 80 20.2%

50대(명),(%) 73 19% 94 18.2% 104 16% 88 13.6% 94 15.7% 72 13.7% 62 15.6%

60대(명),(%) 19 4.9% 41 7.9% 54 8.3% 42 6.5% 55 9.2% 38 7.3% 24 6.0%

70대(명),(%) 4 1% 5 1% 19 2.9% 14 2.2% 7 1.2% 9 1.7% 6 1.5%

80대 이상 3 0.8% 3 0.6% 7 1.1% 12 1.9% 2 0.3% 4 0.8% 2 0.5%

감염경로 조사 중 141(36.6%) 220(42.6%) 277(42.7%) 182(28.2%) 240(40.0%) 194(37.0%) 115(29.0%)

확진자 접촉 205(53.2%) 258(50.0%) 327(50.5%) 396(61.4%) 301(50.2%) 268(51.1%) 227(57.2%)

집단사례 관련 26(6.8%) 32(6.2%) 36(5.6%) 28(4.3%) 37(6.2%) 49(9.4%) 44(11.1%)

신규 집단발생 1 3 4 4 3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23.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7,098
(전일 대비 +397)

8,438
(+159)

57,936
(+235)

724
(+3)

1.0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37,709 158,086 279,62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2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23.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5,535 6,311,609 765 2,728,328



 - 전날 대비 1,418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37,782명(207,6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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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63 52 72 33 30 37 11 392 26 42 65 36 10 34 52 32 48 1,418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694,029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767,004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689,24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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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2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9,272 25,910,685 2,241 11,565,121



■ 전세계 (2021.08.23.10시 기준)
- 전 주 금요일 대비 1,961,71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1,721,161명(0.9%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429,457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20.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20.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20. 기준, WHO)

*WHO자료는 본부가 있는 제네바 현지시각 기준으로 월요일 중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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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기준, The New York Times)

       



- “화이자-AZ 접종 5개월 뒤엔 예방효과 역전 가능성”

- 옥스퍼드 연구진, 영 통계청 연구, 접종 2주뒤 감염 예방효과 화이자 93%, AZ 71%

-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자 효과 급감, 화이자 75%, AZ 61%, 이런 추세 이어지면 역전될 수 있어

- 이스라엘서 코로나 부스터샷 예방효과 2차접종의 4배

- “주사 없이도 접종”...인도, 세계 첫 ‘DNA 기반 코로나 백신’ 개발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다음달 5일까지 다시 연장...접종자 늘면서 백신 인센티브 부활

- 전문가, “델타 대유행으로 각국 부스터샷 물량 확보 나서...공급 차질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 없어”

- 60대 이상, 누적 치명률 4.36%...같은 기간 80대 이상 치명률 15.52%에서 17.44%로 증가

- 고령층, 미접종자들 상당수...접종마쳐도 돌파감염으로 확진될 경우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여전히 높아

- 전문가, “백신 접종률 최대한 높여 위중 환자 수 최소화해야...접종해도 방역수칙 계속 유지해야”

- 의료 현장 “동네병원 신속 현장 진단 검사 도입 필요”....정부 “당장 어렵다”

- 모더나 2주간 701만회분 공급...당초 약속보다 215만회분 부족

- 모더나, 23일에 101만회분 공급 후 9월 5일까지 나머지 600만회분 순차 공급...9월 물량 확답 주지 않아 백신 

차질 여전

- 연내 도입 계약 4000만회분 중 701만회 분 제외한 3053만회분 공급 일정 깜이...아직 215만회분 부족

-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기존 목표(1차 접종 70%)로는 집단면역 달성 어려워 2차 접종 서둘러야

- 정부, 루마니아와 백신 스와프 협상 마무리 단계...“유효기간 임박한 물량 도입 아니다”

- 국민 절반 1차 접종 마쳐...‘10월 2차 접종률 70%’ 속도전

- 1차 접종률 50.4%로 절반 넘어...화이자 1162만명, AZ 1083만명, 모더나 228만명, 얀센 112만명

- 文대통령, “추석 전 전 국민 70% 접종...9월 말까지 2차 접종 50% 육박할 것”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