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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3.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2021년 11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10.31.(일) 11.1.(월) 11.2.(화)
총 확진자 719 762 719 701 564 501 899

10세미만(명),(%) 74 10.3% 81 10.6% 83 11.5% 65 9.3% 66 11.7% 51 10.2% 73 8.1%

10대(명),(%) 122 17.0% 140 18.4% 106 14.7% 113 16.1% 76 13.5% 87 17.4% 177 19.7%

20대(명),(%) 89 10.8% 104 13.6% 81 11.3% 77 11.0% 44 7.8% 54 10.8% 79 8.8%

30대(명),(%) 116 16.1% 108 14.2% 121 16.8% 95 13.6% 91 16.1% 70 14.0% 129 14.3%

40대(명),(%) 115 16.0% 102 13.4% 109 15.2% 106 15.1% 68 12.1% 82 16.4% 102 11.3%

50대(명),(%) 78 10.8% 73 9.6% 76 10.6% 73 10.4% 70 12.4% 44 8.8% 94 10.5%

60대(명),(%) 80 11.1% 88 11.5% 80 11.1% 96 13.7% 72 12.8% 67 13.4% 133 14.8%

70대(명),(%) 34 4.7% 37 4.9% 37 5.1% 44 6.3% 35 6.2% 25 5.0% 52 5.8%

80대 이상 22 3.1% 29 3.8% 26 3.6% 32 4.6% 42 7.4% 21 4.2% 60 6.7%

감염경로 조사 중 237(33.0%) 259(34.0%) 269(37.4%) 210(30.0%) 158(28.0%) 199(39.7%) 330(36.7%)

확진자 접촉 404(56.2%) 402(52.8%) 348(48.4%) 344(49.1%) 355(62.9%) 260(51.9%) 448(49.8%)

집단사례 관련 32(4.5%) 78(10.2%) 53(7.4%) 87(7.4%) 8(1.4%) 22(4.4%) 66(7.3%)

신규 집단발생 3 3 4 6 9 5 4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3.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0,427
(전일 대비 +899)

946(+7) 1.17 (누적)9,268 1326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1,871 10,780,698 23,622 10,158,043



 - 전날 대비 2,66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70,64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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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77 66 181 11 19 6 1 895 29 47 91 43 21 31 108 17 27 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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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2,176 41,269,453 87,113 38,895,232



- 미국 CDC “코로나 백신면역이 자연면역보다 더 강력”

-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위드코로나 중단에 네덜란드 혼란

- 여권만 보는 프랑스, 서류4장 필요한 한국...참 다른 공항 풍경

- 미국, 5~11세 아동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미국 내 ‘항공대란’...코로나 확산 후 인력부족 “항공 수천 편 취소”

- 영국, 수만명 확진자에 재택 치료는 사실상 방치

- 고령층 하루 확진자 처음 400명 넘어...“부스터샷 서둘러야”

- 60대 돌파감염, 한달 새 4.2배로 늘어

- 돌파감염 느는데 6개월 뒤 부스터샷...영국은 한달 당겨

- 접종률 낮은 10대 확진 늘고, 돌파감염 뛴다

- 아동·청소년·고령층 확산세 뚜렷...일상회복 첫 성적표 먹구름

- 사망자 줄었지만 돌파감염·확진 늘었다

- ‘여름 감기’ 9배 늘었는데...아직 대책 없는 트윈데믹

- QR인증 안해도 노래방 입장...술집 앞에선 ‘다닥다닥’ 흡연

- 정부 “야구장 함성·구호 위험...대책 논의”

- 야구장 치맥 응원 뭐가 문제죠?...마스크 써도 ‘함성’ 안돼요

- 유통가는 웃고 방역당국은 긴장태세...두 얼굴의 ‘위드 코로나’

- 복지시설 미접종 아동 ‘일상 외출’ 안 막는다

- ‘무학’ 노인들, 코로나 사망에 더 취약했다

- 서울·경기 병원 많은데...치료 못받고 숨진 환자 1.7배 많았다

- “접종·음성 증명해야 식권 한 장”...그나마 30반에 동났다

- ‘대면’은 아직...올해까지 ‘캠’퍼스

- 중대본 “신규확진 2600명대...10대 비중 24%, 우려돼”

- “1차 후유증 심해 안 맞는데...미접종 페널티 너무한 것 아닌가요?”

- 12~15세 자율접종에 부작용 우려 한 반 28명 중 5명만 “백신 맞겠다”

- 노마스크 응원...술집선 접종확인 ‘패스’

- 2024년까지 백신·원부자재 산업에 6조 3000억 지원

- 계속되는 돌파감염, 당국은 부스터샷 확대·접종 시기 당겨야

- 소아·청소년·임산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은? “예방접종 철회를 청원합니다”

- “실제 환자 연구 결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효과율 73.6%...화이자·모더나보다 떨어져”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