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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24.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17.(화) 8.18.(수) 8.19.(목) 8.20.(금) 8.21.(토) 8.22.(일) 8.23.(월)
총 확진자 515 649 645 600 524 397 474

10세미만(명),(%) 33 6.4% 32 4.9% 61 9.5% 41 6.8% 43 8.2% 35 8.8% 42 8.9%

10대(명),(%) 54 10.5% 62 9.6% 51 7.9% 68 11.3% 50 9.5% 40 10.1% 53 11.2%

20대(명),(%) 119 23.1% 136 21% 136 21.1% 108 18.0% 113 21.6% 86 21.7% 92 19.4%

30대(명),(%) 85 16.7% 129 19.9% 135 20.9% 114 19.0% 109 20.8% 62 15.6% 89 18.8%

40대(명),(%) 81 15.7% 105 16.2% 106 16.4% 111 18.5% 86 16.4% 80 20.2% 93 19.6%

50대(명),(%) 94 18.2% 104 16% 88 13.6% 94 15.7% 72 13.7% 62 15.6% 58 12.2%

60대(명),(%) 41 7.9% 54 8.3% 42 6.5% 55 9.2% 38 7.3% 24 6.0% 39 8.2%

70대(명),(%) 5 1% 19 2.9% 14 2.2% 7 1.2% 9 1.7% 6 1.5% 6 1.3%

80대 이상 3 0.6% 7 1.1% 12 1.9% 2 0.3% 4 0.8% 2 0.5% 2 0.4%

감염경로 조사 중 220(42.6%) 277(42.7%) 182(28.2%) 240(40.0%) 194(37.0%) 115(29.0%) 166(35.0%)

확진자 접촉 258(50.0%) 327(50.5%) 396(61.4%) 301(50.2%) 268(51.1%) 227(57.2%) 273(57.6%)

집단사례 관련 32(6.2%) 36(5.6%) 28(4.3%) 37(6.2%) 49(9.4%) 44(11.1%) 28(5.9%)

신규 집단발생 3 4 4 3 2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24.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7,572
(전일 대비 +474)

8,561
(+123)

58,285
(+349)

726
(+2)

1.04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39,731 141,793 297,938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24.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24.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3,981 6,407,664 166,961 2,896,574



 - 전날 대비 1,50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39,287명(209,1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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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58 72 62 12 63 26 7 469 16 30 60 33 7 28 68 30 39 1,509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749,75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822,279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688,1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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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24.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81,675 26,300,189 714,780 12,283,734



■ 전세계 (2021.08.24.10시 기준)

- 전일 대비 607,572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2,328,733명(0.3%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438,511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23.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23.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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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기준, The New York Times)

       



- 코로나 확진 산모가 낳은 아기 ‘양성’ 사망...프랑스서만 7번째

- 美 FDA 화이자 정식 승인에...‘백신 기피증’ 완화 기대

- 뉴욕시, 모든 교직원에 백신접종 의무화...“아이들 위한 올바른 일”

- 올해 미국 페이스북 ‘최고 인기 게시물’은 설익은 ‘백신 위험론’

- 정 청장, “9월까지 4차 유행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꺾일 것”

- “접종률 70% 넘는 시점 위드 코로나 논의”...9말 10초 유력

- 정은경 청장,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에 “치명·위중증률 낮추고 일상생활 가능ㅎ나 정도로 유행 통제하는 것”

- 정부, 이르면 내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 준비작업 공개 진행 방침

- 돌파감염 비율 0.03%...백신, 중증화 25배·감염 8배 낮춘다

- 확진자 중 위중증·사망자 2.2%...위중증·사망자 중 미접종자 91.3% 대부분 차지해

- 일각, 접종 후 감염으로 접종해야 하냐는 회의론도...젊은층, 중증화·사망 위험 비교적 낮아 접종 기피

- 방역당국, 돌파감염 일어나도 상태 약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억제하려면 백신 맞아야

- 이번주부터 1·2차 접종 본격화되면서 위탁의료기관마다 비상

- 동네병원 문 열자마자 수십명 대기...60~74세 2차·50~54세 1차 겹쳐, 26일부터 19~49세 접종도 시작

- 3가지 백신 동시 취급에 시민들도 오접종 가능성 염려...의료진, “종류 헷갈릴까봐 스티커도 준비”

- 김부겸 총리, “외국인 코로나 확진비율 13.6% 높아져”...적극적 대응 조치 강조

- 靑 “내년 백신물량 1.7억 회분”

- 이월 물량 8000만회분과 신규 구매 9000만회 분 합해 내년 도입 예정 물량 1억 7000만회분에 달해...우리나라 

인구의 3배

- 기존 목표보다 4000만회분 늘려...변이 뿐 아니라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 지속기간 아직 알 수 없어 

부스터샷에도 활용

- 하반기 공급 차질 없어야 대량 백신 내년으로 이월가능...지금까지 들어온 건 22%에 그쳐

- 6주로 조정된 접종간격 다시 단축 가능성

- 모더나, 9월 첫째주까지 701만회분 공급...루마니아와 ‘백신 스와프’ 추진 등 백신 가뭄 일정 부분 해소

- 이번주 18~49세 1차 접종, 화이자만 진행...추진단, “연령별 미접종자 접종시기는 접종상황 고려해 검토”

- 백신 이상반응 이틀간 1900여건...사망신고는 5명

- 백신 이상반응 신고 사례 총 1,923건...화이자 1,062건, AZ 144건, 모더나 418건, 얀센 1건

- 신규 사망 신고는 5명...접종 후 사망에 이른 시간은 접종 후 1일부터 약 8일까지 다양해

-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 사례 3건 늘어...‘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39건

- ‘백신 접종 마친 의료진·요양사 확진’...23일 광주 12명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