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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2.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11월

10.26.(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일) 11.1.(월)
총 확진자 740 719 762 719 701 564 501

10세미만(명),(%) 63 8.5% 74 10.3% 81 10.6% 83 11.5% 65 9.3% 66 11.7% 51 10.2%

10대(명),(%) 125 16.9% 122 17.0% 140 18.4% 106 14.7% 113 16.1% 76 13.5% 8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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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명),(%) 114 15.4% 116 16.1% 108 14.2% 121 16.8% 95 13.6% 91 16.1% 70 14.0%

40대(명),(%) 121 16.4% 115 16.0% 102 13.4% 109 15.2% 106 15.1% 68 12.1% 82 16.4%

50대(명),(%) 60 8.1% 78 10.8% 73 9.6% 76 10.6% 73 10.4% 70 12.4% 44 8.8%

60대(명),(%) 95 12.8% 80 11.1% 88 11.5% 80 11.1% 96 13.7% 72 12.8% 67 13.4%

70대(명),(%) 35 4.7% 34 4.7% 37 4.9% 37 5.1% 44 6.3% 35 6.2% 25 5.0%

80대 이상 29 3.9% 22 3.1% 29 3.8% 26 3.6% 32 4.6% 42 7.4% 21 4.2%

감염경로 조사 중 317(42.8%) 237(33.0%) 259(34.0%) 269(37.4%) 210(30.0%) 158(28.0%) 199(39.7%)

확진자 접촉 358(48.4%) 404(56.2%) 402(52.8%) 348(48.4%) 344(49.1%) 355(62.9%) 260(51.9%)

집단사례 관련 34(4.6%) 32(4.5%) 78(10.2%) 53(7.4%) 87(7.4%) 8(1.4%) 22(4.4%)

신규 집단발생 3 3 3 4 6 9 5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2021.11.2.0시 기준)

확진환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Rt

(누적)109,528
(전일 대비 +501)

8,416
(-29)

100,173
(+525)

939
(+5)

1.18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638,845 257,991 380,854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2.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4,339 10,768,124 33,718 10,133,504



 - 전날 대비 1,58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67,97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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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28 42 112 14 28 7 5 499 29 24 69 12 34 21 54 2 11 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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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82,747 41,224,561 118,436 38,804,722



- 美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임박 3분의 1은 “경과 지켜본 뒤 결정”

- 세계 코로나 사망 500만명 넘어...美 77만명 최다

- 미국, 델타 변이발 코로나 3차 유행 꺾였다

- 영국 접종 완료율 정체...“백신 거부” vs “마스크라도 쓰자”

- 코로나19발 조기은퇴붐에 미국 인력난 가중

- ‘엉터리 통계’ 日 믿어도 되나...도쿄 확진자 17개월만에 한자릿수

- 긴장 못 푸는 정부 “확진자 2~3배 늘 수도...마스크 써달라”

- 확진자 발생해도...무조건 자가격리, 사무실 폐쇄 안 한다

- 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후 확진자 2,3배 늘 것”

- 감염재생산지수 1.03, 확진 ‘증가세’ 전환

- 완전한 일상회복 ‘3必’에 달렸다

- “확진자 2만명 나올수도” 재유행 ‘경고등’

- “요양병원 등 잇따른 돌파감염 부스터샷 접종 시점 앞당겨야”

- 응급환자 싣고 1시간 병원 전전, 5년간 3.5배 늘었다

- 위드코로나, 위드 마스크

- 밤 10시 넘어 “오랜만에 2차 한잔”...헬스장선 마음껏 달렸다

- 일상회복 첫발...술집에선 “2차 가자”, 헬스장 손님은 평소 2배

- 단체손님 늘어 고깃집 신바람...방역패스 놓고 헬스장 실랑이

- 핼러윈 사흘간 감염병볍 위반 등 1289명 단속

- 출동 신고 360여건...방역도 시민도 벌벌 떨었던 핼러윈

- 방역패스 위반땐 운영자·이용자 과태료...지침 꼼꼼히 확인을

- 사회복지시설 방문·면회 백신 완료자만 할 수 있다

- “백신 못 맞아서 외출도 못해요” ‘방역패스’ 역차별받는 아이들

- 안경덕 “외국인 근로자 월말부터 입국제한 완화”

- 돌파감염 급증, 부스터샷 만전 기하고 병상 늘려야

- 돌파감염 두렵고 방역패스 제외될라 불안...얀센 부스터샷 예약 3일만에 60만명 넘어

- 5주간 코로나 사망자 75.6%가 백신 미접종

- 12~15세 백신접종 시작...예약률 27% 그쳐

- 고3 사망에...교육당국 “접종률 영향 판단 이르다”

- 정부 “감염 2~3배 늘수도...하루 확진 5000명이 의료 한계치”

- 잔여백신 있어도...“부스터샷 안돼”

- 부스터샷, 잔여백신 활용 놓고 현장서 혼선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