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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27.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20.(금) 8.21.(토) 8.22.(일) 8.23.(월) 8.24.(화) 8.25.(수) 8.26.(목)
총 확진자 600 524 397 474 586 514 550

10세미만(명),(%) 41 6.8% 43 8.2% 35 8.8% 42 8.9% 22 3.8% 44 8.6% 44 8.0%

10대(명),(%) 68 11.3% 50 9.5% 40 10.1% 53 11.2% 67 11.4% 56 10.9% 43 7.8%

20대(명),(%) 108 18.0% 113 21.6% 86 21.7% 92 19.4% 146 24.9% 117 22.8% 108 19.6%

30대(명),(%) 114 19.0% 109 20.8% 62 15.6% 89 18.8% 109 18.6% 84 16.3% 113 20.5%

40대(명),(%) 111 18.5% 86 16.4% 80 20.2% 93 19.6% 94 16.0% 94 18.3% 101 18.4%

50대(명),(%) 94 15.7% 72 13.7% 62 15.6% 58 12.2% 93 15.9% 67 13% 89 16.2%

60대(명),(%) 55 9.2% 38 7.3% 24 6.0% 39 8.2% 44 7.5% 37 7.2% 36 6.5%

70대(명),(%) 7 1.2% 9 1.7% 6 1.5% 6 1.3% 11 1.9% 11 2.1% 11 2.0%

80대 이상 2 0.3% 4 0.8% 2 0.5% 2 0.4% 0 0.0% 4 0.8% 5 0.9%

감염경로 조사 중 240(40.0%) 194(37.0%) 115(29.0%) 166(35.0%) 268(45.7%) 171(33.3%) 192(34.9%)

확진자 접촉 301(50.2%) 268(51.1%) 227(57.2%) 273(57.6%) 270(46.1%) 290(56.5%) 317(57.6%)

집단사례 관련 37(6.2%) 49(9.4%) 44(11.1%) 28(5.9%) 36(6.1%) 41(8.0%) 38(6.9%)

신규 집단발생 3 2 2 2 2 4 4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08.27.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값

(누적)69,221
(전일 대비 +550)

8,942
(+303)

59,539
(+244)

740
(+3)

0.9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47,096 146,859 300,23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8.27.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8.27.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67,729 6,774,543 94,061 3,235,325



 - 전날 대비 1,84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45,158명(214,6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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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68 89 96 12 57 20 9 546 56 32 60 38 16 64 73 23 30 1,841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2,927,795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964,158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718,479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8.27.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8.27.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46,550 27,727,639 420,821 13,780,926



■ 전세계 (2021.08.27.10시 기준)

- 전일 대비 454,16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4,371,702명(0.2%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470,302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26.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26.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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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기준, The New York Times)

       



- 英 의료진, AZ “50대 미만, 2배 더 발병해”...호주에서도 비슷한 통계결과 나와

- 독일, 젊은 층 접종 제한했다 해제...델타 확산·백신 가뭄에 ‘고육지책’으로 접종 연령 내려, 정부, “적극 권고는 

아냐” 한발 빼

- 아직 백신 못 맞는데...미국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

- 정은경 “위드 코로나,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해야 가능”

- 정은경 청장, “새 변이 없고 의료 체계 준비되는 시점...10월말까지 접종률 최대한 올릴 것”

- 백신 수급·일정 지연 등 변수에 방역전환 시기 구체적 일정 밝히지 않아...현행 거리두기 체계 유지될 듯

- 정 청장, “위드 코로나 전환되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제일 마지막까지 유지해야...부스터 샷, 이르면 4분기에 접종”

- 코로나 하루 사망 20명, ‘1월 이후 최다’...모두 접종 미완료자

- 사망자 20명 중 14명은 미접종, 6명은 1차 접종만 마쳐...“대부분 고령층·기저질환자”

- 18~49세 접종자 중 위중증으로 증세 악화되는 경우 거의 없고 사망자 ‘0’

- 정은경 청장, “요양병원 등 사망사례 증가...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방역학회 “거리두기 약발 떨어져...이대로면 하루 확진자 1만명”

- 1차 유행때는 이동량 22% 줄어, 이번엔 4단계에도 0.57%만 감소

- 대한예방의학회, 대학역학회 전문 “시민 자발참여 방역으로 전환을”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으로 이동...확진자 없어

- 김부겸 “백신은 유일한 해법...오접종 사고는 송구”

- 유은혜 “9월 6일 등교확대 빈틈없이 준비”...학교방역 자문회의

- “청장년층 백신 이득,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

- 추진단, 18~49세 접종 관련 궁금증 설명회 열어...20~40대, 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부작용 우려 관심

- 심근염·심낭염 부작용보단 맞는 게 이득...감염예방 82.6%, 사망 예방효과 97.3%이나 부작용 0.53% 정도

- 심근염 병력 있어도 완치 땐 접종...1차 접종 뒤 의심증상 땐 2차 보류

- 코로나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맞아야 해...자연감염 의해 면역 생기지만 접종 땐 면역 더 강화

- 정부,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가족·친지 모임 때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예외 적용 검토

- 수도권, 직계 모임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 현 단계 적용되는 다음 달 5일까진 추가적인 백신 인센티브 실시하지 않을 계획

- AZ, 젊을수록 혈전증 발병률 ↑ 대체로 사실

- 일각, AZ 부작용과 연령 간 상관관계 경시하고 성급하게 연령제한 완화했다는 비판 이어지고 있어

- 위탁의료기관 화이자·모더나 예방접종도 건강보험 지원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