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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08.31.0시 기준)

구분
2021년 8월

8.25.(수) 8.26.(목) 8.27.(금) 8.28.(토) 8.29.(일) 8.30.(월) 8.31.(화)
총 확진자 514 550 542 480 408 434 639

10세미만(명),(%) 44 8.6% 44 8.0% 38 7% 42 8.8% 36 8.8% 26 6% 49 7.7%

10대(명),(%) 56 10.9% 43 7.8% 52 9.6% 43 9% 27 6.6% 48 11.1% 62 9.7%

20대(명),(%) 117 22.8% 108 19.6% 135 24.9% 111 23.1% 77 18.9% 87 20% 127 19.9%

30대(명),(%) 84 16.3% 113 20.5% 113 20.8% 98 20.4% 86 21.1% 81 18.7% 119 18.6%

40대(명),(%) 94 18.3% 101 18.4% 73 13.5% 73 15.2% 70 17.2% 75 17.3% 117 18.3%

50대(명),(%) 67 13% 89 16.2% 83 15.3% 63 13.1% 69 16.9% 67 15.4% 85 13.3%

60대(명),(%) 37 7.2% 36 6.5% 31 5.7% 33 6.9% 30 7.4% 43 9.9% 63 9.9%

70대(명),(%) 11 2.1% 11 2.0% 11 2% 11 2.3% 7 1.7% 5 1.2% 14 2.2%

80대 이상 4 0.8% 5 0.9% 6 1.1% 6 1.3% 6 1.5% 2 0.5% 3 0.5%

감염경로 조사 중 171(33.3%) 192(34.9%) 215(39.7%) 193(40.2%) 137(33.6%) 154(35.5%) 275(43.0%)

확진자 접촉 290(56.5%) 317(57.6%) 244(45.0%) 221(46.0%) 228(55.9%) 244(56.2%) 335(52.4%)

집단사례 관련 41(8.0%) 38(6.9%) 68(12.5%) 58(12.1%) 37(9.1%) 22(5.1%) 20(3.1%)

신규 집단발생 4 4 3 3 6 1 2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9.1.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71,723
(전일 대비 +639)

8,126
(-609)

62,847
(+1,245)

750
(+3)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458,406 154,046 304,36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09.01.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09.01.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5,728 7,202,340 127,350 3,729,034



 - 전날 대비 2,025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253,445명(224,3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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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69 55 123 37 30 71 10 639 36 49 86 26 17 44 53 10 5 2,025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3,152,146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2,117,72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780,97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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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09.0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46,806 29,279,112 529,356 15,749,376



■ 전세계 (2021.09.01.10시 기준)
- 전 일 대비 967,91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217,632,545명(0.4%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4,518,377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8.31.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8.31. 기준, WHO)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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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기준, The New York Times)

       



- 日, 델타 변이의 새 변이 발견… 일본 내 발생 추정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 영국, 개학 앞두고 긴장...교육장관 “부모도 코로나 전쟁 도와라”

- 전면 등교부터 상점개방까지...‘위드 코로나’로 간 영국

- 일본 전보다 17.8% 감소

- 미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3만명 넘겨...신규 감염 도로 원점으로

- 美 18개 정보기관들 “코로나 19, 생물학 무기는 아냐”

- 2025명 확진, 다시 2000명대…수도권 1415명 최다, 이틀째 70%

- 먹는 코로나 치료제 1만 8천명분 질병청, 선구매 최종 협의 단계

- 내년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

- 일본서 발견된 델타변이의 변이, 6월에 국내서 이미 확인

- 화이자, 5~11세 이르면 늦가을 접종 시작할 듯

- 12~17세 코로나 확진 급증

- 올 추석도 이동자제 원칙... 6일부터 한달짜리 거리두기 시행될 듯

-  “접종완료자 모임제한 풀자” 권칠승 중기부장관 제안 일리 있다

- 예산 낭비 없이 코로나 백신 개발하려면(매일경제)

- 백신 십일조와 카인

- "코로나 걸렸던 사람, 화이자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항체 생성“

- 백신 접종 완료 1575만여명, 전 국민 30% 돌파…1차 접종 57%

-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을 먹어도 될까?“

- "모더나 백신 항체생성 효과, 화이자의 2배“

- "빨리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가자"…여행·교환학생 준비하는 MZ세대

- 기저질환자 부스터샷 필요한 이유…“백신 접종 후 항체 반응 약해”

④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