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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26.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19.(목) 8.20.(금) 8.21.(토) 8.22.(일) 8.23.(월) 8.24.(화) 8.25.(수)
총 확진자 645 600 524 397 474 586 514

10세미만(명),(%) 61 9.5% 41 6.8% 43 8.2% 35 8.8% 42 8.9% 22 3.8% 44 8.6%

10대(명),(%) 51 7.9% 68 11.3% 50 9.5% 40 10.1% 53 11.2% 67 11.4% 56 10.9%

20대(명),(%) 136 21.1% 108 18.0% 113 21.6% 86 21.7% 92 19.4% 146 24.9% 117 22.8%

30대(명),(%) 135 20.9% 114 19.0% 109 20.8% 62 15.6% 89 18.8% 109 18.6% 84 16.3%

40대(명),(%) 106 16.4% 111 18.5% 86 16.4% 80 20.2% 93 19.6% 94 16.0% 94 18.3%

50대(명),(%) 88 13.6% 94 15.7% 72 13.7% 62 15.6% 58 12.2% 93 15.9% 67 13%

60대(명),(%) 42 6.5% 55 9.2% 38 7.3% 24 6.0% 39 8.2% 44 7.5% 37 7.2%

70대(명),(%) 14 2.2% 7 1.2% 9 1.7% 6 1.5% 6 1.3% 11 1.9% 11 2.1%

80대 이상 12 1.9% 2 0.3% 4 0.8% 2 0.5% 2 0.4% 0 0.0% 4 0.8%

감염경로 조사 중 182(28.2%) 240(40.0%) 194(37.0%) 115(29.0%) 166(35.0%) 268(45.7%) 171(33.3%)

확진자 접촉 396(61.4%) 301(50.2%) 268(51.1%) 227(57.2%) 273(57.6%) 270(46.1%) 290(56.5%)

집단사례 관련 28(4.3%) 37(6.2%) 49(9.4%) 44(11.1%) 28(5.9%) 36(6.1%) 41(8.0%)

신규 집단발생 4 3 2 2 2 2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26.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8,671
(전일 대비 +513)

8,639
(-189)

59,295
(+695)

737
(+7)

1.01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44,523 145,233 299,29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26.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2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2,357 6,601,301 106,058 3,139,031



 - 전날 대비 1,88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43,317명(212,8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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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78 95 102 29 50 40 10 514 26 38 92 45 8 64 68 30 23 1,882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866,802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912,886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710,599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분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8.26.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2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70,493 27,076,636 472,455 13,358,239



■ 전세계 (2021.08.26.10시 기준)

- 전일 대비 1,276,93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3,917,541명(0.6%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463,84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25.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25.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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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기준, The New York Times)

       



- 美, 백신 미접종 임신부 코로나 걸려 사망 속출

- 대면수업 재개한 미국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 급증

- "영국 12세 이상 곧 백신접종…학교접종 때 부모동의 불필요“

- "백신 접종 완료자, 시간 지나면 보호력 떨어져" 英연구진

-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만명대…긴급사태 확대

- 신규 확진자 1882명…사망자 20명,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 추석 기차표 예매 31일 시작인데…정부 "확산 상황 보고 가족모임 지침 마련“

- 교내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로…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비상

- 백신 방호벽 뚫어서 '돌파감염'?…이름이 주는 오해와 진실

- 잔여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

- 새달 중순엔 1차 접종률 70%... 추석 가족모임 할 수 있을까

- 5일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

- 삼바, 이르면 이번주부터 송도서 모더나 시생산

- 18~49세 1차 접종에 모더나 몰아주겠다는 정부... 2차는 ‘나몰라라’

- 과다·중복 투약, 교차접종 혼선... 백신 오접종 두 달새 8배 급증

- 백신 접종 불안감 키우는 정부

-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해선..

- 다시 보는 AZ 백신

- 방역만이 능사 아냐

- '이물 발견' 日 유통 모더나 백신, 국내 동일 제품 없어“

- 화이자 심근염 유발?…"백신 안 맞고 코로나 감염시 위험 더 커“

- ‘지병없다’는 70대男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잃은 유가족, 당국에 울분 

-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항체 3~9배 늘어난다

- 코로나 백신 후기 궁금하다면?…“브이리뷰로 오세요”

- 화이자 백신 새이름 '코머너티'…"소련 비밀경찰이냐" 조롱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