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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1.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4.(목) 11.5.(금) 11.6.(토) 11.7.(일) 11.8.(월) 11.9.(화) 11.10.(수)
총 확진자 767 693 703 544 528 867 833

10세미만(명),(%) 90 11.8% 81 11.7% 63 9.0% 56 10.3% 87 16.5% 58 6.7% 87 10.4%

10대(명),(%) 121 15.8% 115 16.6% 81 11.5% 74 13.6% 67 12.7% 123 14.2% 129 15.5%

20대(명),(%) 56 7.1% 56 8.1% 44 6.3% 16 2.9% 9 1.7% 96 11.1% 74 8.9%

30대(명),(%) 114 14.9% 114 16.5% 114 16.2% 114 21.0% 114 21.6% 114 13.1% 120 14.4%

40대(명),(%) 105 13.7% 99 143% 91 12.9% 80 14.7% 56 10.6% 121 14.0% 121 14.5%

50대(명),(%) 87 11.4% 63 9.1% 92 13.1% 63 11.6% 75 14.2% 121 14.0% 87 10.4%

60대(명),(%) 111 14.5% 96 13.9% 113 16.1% 75 13.8% 62 11.7% 157 18.1% 127 15.2%

70대(명),(%) 56 7.3% 33 4.8% 58 8.3% 39 7.25% 29 5.5% 46 5.3% 66 7.9%

80대 이상 27 3.5% 36 5.2% 47 6.7% 27 5.0% 29 5.5% 31 3.6% 22 2.6%

감염경로 조사 중 283(36.9%) 266(38.4%) 235(33.4%) 196(36.0%) 164(31.1%) 352(40.6%) 302(36.3%)

확진자 접촉 380(49.5%) 346(49.9%) 317(45.1%) 288(52.9%) 318(60.2%) 422(48.7%) 471(56.5%)

집단사례 관련 72(9.4%) 44(6.3%) 43(6.1%) 31(5.7%) 23(4.4%) 47(5.4%) 32(3.8%)

신규 집단발생 3 8 2 4 1 5 3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11.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6,195
(전일 대비 +821)

996(+7) 0.99 (누적)11,042 1,80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1.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1.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7,704 10,919,694 24,544 10,380,520 22,526 180,435



 - 전날 대비 2,52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88,35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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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68 42 186 32 34 20 6 816 28 34 50 39 17 33 76 14 26 2,520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11.11.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8,404 41,689,296 106,636 39,628,944 92,845 641,359



-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 日정부,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60만명분 구매 합의 

- 방역조치 대부분 해제한 영국보다 낮아...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2명으로 제한하고 영국은 버스-지하철     

  배차 감축 운행

- 코로나 신규 확진 2520명...위중증 473명 ‘최다’, 사망 21명

- 위중증 460명으로 최다... 당국 “수도권만 비상계획 발령‘ 논의 중

- 중환자실 가동률 서울 71.3%, 인천 73.4%... 수도권 전체가 ’일상회복 중단‘ 기준인 75%에 근접

- 수도권 환자를 충북, 충남 등 충청권 병원으로 이송 검토... 질병청, 에크모 33대와 인공호흡기 60대 도입 방안 추진

- 김부겸 총리, ”방역지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 의료계, ”남아있는 병상마저 인력이 없어 바로       

  가동하기 어려워“

- 교육부, 수험생 위한 병상 383개 확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유도 검토

- 인천공항 도착해 각종 서류 직접 써야 하고 해당 서류 들고 일일이 검역관들에게 가져다주면 육안으로    

  확인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

- 방대본, ”입국자들의 불폄함 겪는 것 알고 있어... 입국과정 간소화 시스템 연내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

- 한국의 코로나 대응 수위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으로 방역 강도가       

  단기간 큰 폭으로 완화된 탓

- 한국의 엄격성 지수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47점에서 8점 가까이 떨어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반영 안돼

- 방역당국 내부서도 전환 속도 우려... ”영업시간-인원 중 하나만 풀었어야“

- 전문가, ”여러 방역조치 동시에 완화되면서 이제는 어떤 조치가 확산세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태“

- 백신 부작용 보상비 81억 책정

- 서정숙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81억원 책정

- 접종 후 중증환자 96%가 60세 이상... 미접종자 중증화율, 접종자의 5.2배

- "장례 치렀는데 백신 부작용 접수하려면 부검하라?" 유족 절규

- 돌파감염자도 ‘부스터샷’ 맞는다.

- 방대본, “돌파감염 후 추가 접종과 비슷한 항체 나온다는 해외 일부 연구 있긴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부스터샷 여부 판단하긴 불충분”

- 효과 없는 코로나 백신? 점점 늘어나는 돌파감염 추정 사례

- “확진자도 접종하는 만큼 돌파감염자가 추가 접종 대상자라면 추가 접종 권고할 예정”

- 내년 코로나 치료제 예산 417억 책정... 서정숙 의원, ”지나치게 부족해... 관련 예산 증액해야“

- 질병청, ”내년 1분기 1일 확진자 5000명 감안하고 대응책 세우고 있어... 치료제 예산 더 늘릴 것“

- 질병청, 줄지않는 백신접종후 사망 등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및 전담기관 설립 추진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