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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5.0시 기준)

구분
2021년 10월 2021년 11월

10.29.(금) 10.30.(토) 10.31.(일) 11.1.(월) 11.2.(화) 11.3.(수) 11.4.(목)
총 확진자 719 701 564 501 899 873 767

10세미만(명),(%) 83 11.5% 65 9.3% 66 11.7% 51 10.2% 73 8.1% 74 8.5% 90 11.8%

10대(명),(%) 106 14.7% 113 16.1% 76 13.5% 87 17.4% 177 19.7% 135 15.5% 121 15.8%

20대(명),(%) 81 11.3% 77 11.0% 44 7.8% 54 10.8% 79 8.8% 75 8.6% 56 7.1%

30대(명),(%) 121 16.8% 95 13.6% 91 16.1% 70 14.0% 129 14.3% 115 13.2% 114 14.9%

40대(명),(%) 109 15.2% 106 15.1% 68 12.1% 82 16.4% 102 11.3% 102 11.7% 105 13.7%

50대(명),(%) 76 10.6% 73 10.4% 70 12.4% 44 8.8% 94 10.5% 108 12.4% 87 11.4%

60대(명),(%) 80 11.1% 96 13.7% 72 12.8% 67 13.4% 133 14.8% 143 16.4% 111 14.5%

70대(명),(%) 37 5.1% 44 6.3% 35 6.2% 25 5.0% 52 5.8% 66 7.6% 56 7.3%

80대 이상 26 3.6% 32 4.6% 42 7.4% 21 4.2% 60 6.7% 55 6.3% 27 3.5%

감염경로 조사 중 269(37.4%) 210(30.0%) 158(28.0%) 199(39.7%) 330(36.7%) 243(27.8%) 283(36.9%)

확진자 접촉 348(48.4%) 344(49.1%) 355(62.9%) 260(51.9%) 448(49.8%) 440(50.4%) 380(49.5%)

집단사례 관련 53(7.4%) 87(7.4%) 8(1.4%) 22(4.4%) 66(7.3%) 68(7.8%) 72(9.4%)

신규 집단발생 4 6 9 5 4 7 3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5.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2,040
(전일 대비 +742)

961(+7) 1.13 (누적)9,386 1,64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5.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5,649 10,815,397 33,137 10,213,091 11,329 59,938



 - 전날 대비 2,344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75,46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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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56 43 152 11 24 5 2 740 22 35 106 16 15 84 33 6 20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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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5.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0,047 41,338,564 123,194 38,976,091 44,331 230,262



- 미국, 사망사례 8건 중 3건에서 심근염 발생 확인됐지만 백신접종 원인 아닌 것으로 결론

- 미국 12살 미만도 접종 시작, 정부 “우린 아직 검토 안해”

- 美, 내년 초쯤 '5세 미만용 코로나 백신' 나올 전망

- 정부, 오늘 수도권에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천명 확진대응“

-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16개국서 5만명 대기

-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예측 시스템 개발…"정확도 96.5%“

- 하루 신규 확진 이틀 연속 2000명대... 4일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지난 1월 12일 25명 이후 최대치

- 최근 8주간 발생한 사망자 중 미접종자 67.2%, 불완전 접종자 8.8%... 위중증환자 중 미접종자 67.5%, 불완전 

접종자 10.8%

- 신규확진 3일째 2000명대…'핼러윈 여파' 다음주가 겁난다

- 높은 접종률에도 확산세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중증 환자 나오는 ‘백신 사각지대’ 꼽혀

- '하루 24명' 열 달 만에 최다 사망…모두 60대 이상

- 60세 이상 접종 미완료 상태는 8.7%... 당국, “고령층 반드시 접종... 부스터샷도 적극 참여해 달라” 요청

- 정부, 의료체계 부담 커지면 방역을 다시 조이는 ‘비상계획’ 염두에 두고 세부기준 마련 중

- 방역당국, “의학적으로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감염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정하고 있어”

- 학교 내 집단 감염 늘면서 학생 확진자 급증... 지난 27일 하루 동안 437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 받아

- 교육부, 4일부터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 입시학원·PC방·스터디 카페 등 집중 점검

- 전문가, “가족간 전파로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위중증과 사망 높일 위험 있어... 방역 패스 등 다른 조치 필요”

- 16~19살 접종 210만건중 심근·심남염 21건... “모두 회복”

- 16~19세, 심근염·심낭염 발생률은 0.001% 수준... 추진단, “소아·청소년 자율 접종 권고 변함없어”

- 숨진 고3 유족 "백신 맞은 후 6군데서 뇌출혈 발생, 혈소판 없다더라“

- 여학생들 생리불순 우려에 접종 주저 →이재갑 "생리, 대부분 한달후 정상

- 위드 코로나 이어 전면 등교까지…어린이 백신 맞아야할까?

- 위드 코로나에 "부작용 대비하자"…'백신 보험' 주목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