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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0.25.(월) 10.26.(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일)
총 확진자 431 740 719 762 719 701 564

10세미만(명),(%) 45 10.4% 63 8.5% 74 10.3% 81 10.6% 83 11.5% 65 9.3% 66 11.7%

10대(명),(%) 74 17.2% 125 16.9% 122 17.0% 140 18.4% 106 14.7% 113 16.1% 76 13.5%

20대(명),(%) 54 12.5% 98 13.2% 89 10.8% 104 13.6% 81 11.3% 77 11.0% 44 7.8%

30대(명),(%) 64 14.8% 114 15.4% 116 16.1% 108 14.2% 121 16.8% 95 13.6% 91 16.1%

40대(명),(%) 58 13.5% 121 16.4% 115 16.0% 102 13.4% 109 15.2% 106 15.1% 68 12.1%

50대(명),(%) 40 9.3% 60 8.1% 78 10.8% 73 9.6% 76 10.6% 73 10.4% 70 12.4%

60대(명),(%) 50 11.6% 95 12.8% 80 11.1% 88 11.5% 80 11.1% 96 13.7% 72 12.8%

70대(명),(%) 18 4.2% 35 4.7% 34 4.7% 37 4.9% 37 5.1% 44 6.3% 35 6.2%

80대 이상 28 6.5% 29 3.9% 22 3.1% 29 3.8% 26 3.6% 32 4.6% 42 7.4%

감염경로 조사 중 145(33.6%) 317(42.8%) 237(33.0%) 259(34.0%) 269(37.4%) 210(30.0%) 158(28.0%)

확진자 접촉 218(50.6%) 358(48.4%) 404(56.2%) 402(52.8%) 348(48.4%) 344(49.1%) 355(62.9%)

집단사례 관련 32(7.4%) 34(4.6%) 32(4.5%) 78(10.2%) 53(7.4%) 87(7.4%) 8(1.4%)

신규 집단발생 3 3 3 3 4 6 9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1.1.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9,027
(전일 대비 +564)

8,445
(+402)

99,648
(+159)

934
(+3)

1.21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608,574 236,565 372,009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187 10,742,973 9,196 10,098,136



 - 전날 대비 1,68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66,38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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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55 57 127 4 9 12 2 560 13 21 46 26 17 26 50 2 20 1,68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분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11.1.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736 41,138,792 20,354 38,681,202



- “코로나백신 미접종 아동, 미 입국시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 “코로나 대유행은 진행중”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500만명 육박

- “음성결과 봅시다”...3만명 모이는 COP26 코로나19 초비상

- 접종완료 증명서 NO 체크, 마스크는 외국인 관광객만...영국의 위험한 ‘스포츠 관람’ 실험

- 중국, 미 코로나 기원 보고서에 “철두철미한 거짓”

- 잇따른 돌파감염 콩닥콩닥 ‘핼러윈’

- 3~5월 접종자 백신 효과 감소 시점 방역 완화 맞물려...추가 대책 필요

- 나흘째 2000명대...돌파감염 늘며 50대 이상 확진자 한달새 23%→33%

- 651일만에 위드 코로나, 마스크가 ‘최후 방어막’

- 유흥가-대형마트 인파 급증...방역-의료진 “백신이 1차 방어선”

- 코로나 유행 2년 만에 ‘위드 코로나’...자율방역 시험대

- 이제 ‘위드 코로나’ 시간 기대만큼 커지는 불안

- “올겨울, 시행착오의 시간될까 우려스럽다”

- “확진자 2만명 나올 수도...실외 노마스크 시기상조”

- 불안한 ‘위드 코로나’...“하루 최대 5000명 나올수도”

- “재택치료 연령 50세 미만으로 낮춰 중증 위험 줄여야”

- “중환자용 한 자리뿐인데...” 병상 비상 속 위드 코로나

-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넘으면 ‘비상계획’

- 핼러윈에 묻혀버린 거리두기

- 불금·불토·불일...“2년 억눌린 욕구 터져나왔다”

- “얼굴 분장 번질까봐 노마스크”...핼러윈 명소, 방역은 없었다

- 접종자 ‘팝콘’ 먹으며 영화...‘방역패스’ 없으면 헬스장 못 가요

- “내보냈던 알바생 다시 불렀죠” vs “만원 술집, 감염 괜찮을까요”

- 접종 완료자도 밀접접촉하면 자가격리? 10일간 격리뒤 PCR검사 음성땐 해제

- 확진자 규모· 과밀학급·미성년자 백신이 ‘전면 등교’ 3대 변수

- 백신 맞은 고3 첫 사망 신고...“내아이 맞춰야 하나” 고심

- 오늘부터 12~15세 화이자 접종

- “백신 한번 더 맞자” vs “거부자부터 맞혀라”

- 백신접종 꺼리는 사람들의 부작용 음모론

- “백신효과 떨어진 사람 상당수...접종률 70%대에 안심 말아야”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