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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8.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월) 11.2.(화) 11.3.(수) 11.4.(목) 11.5.(금) 11.6.(토) 11.7.(일)
총 확진자 501 899 873 767 693 703 544

10세미만(명),(%) 51 10.2% 73 8.1% 74 8.5% 90 11.8% 81 11.7% 63 9.0% 56 10.3%

10대(명),(%) 87 17.4% 177 19.7% 135 15.5% 121 15.8% 115 16.6% 81 11.5% 74 13.6%

20대(명),(%) 54 10.8% 79 8.8% 75 8.6% 56 7.1% 56 8.1% 44 6.3% 16 2.9%

30대(명),(%) 70 14.0% 129 14.3% 115 13.2% 114 14.9% 114 16.5% 114 16.2% 114 21.0%

40대(명),(%) 82 16.4% 102 11.3% 102 11.7% 105 13.7% 99 143% 91 12.9% 80 14.7%

50대(명),(%) 44 8.8% 94 10.5% 108 12.4% 87 11.4% 63 9.1% 92 13.1% 63 11.6%

60대(명),(%) 67 13.4% 133 14.8% 143 16.4% 111 14.5% 96 13.9% 113 16.1% 75 13.8%

70대(명),(%) 25 5.0% 52 5.8% 66 7.6% 56 7.3% 33 4.8% 58 8.3% 39 7.25%

80대 이상 21 4.2% 60 6.7% 55 6.3% 27 3.5% 36 5.2% 47 6.7% 27 5.0%

감염경로 조사 중 199(39.7%) 330(36.7%) 243(27.8%) 283(36.9%) 266(38.4%) 235(33.4%) 196(36.0%)

확진자 접촉 260(51.9%) 448(49.8%) 440(50.4%) 380(49.5%) 346(49.9%) 317(45.1%) 288(52.9%)

집단사례 관련 22(4.4%) 66(7.3%) 68(7.8%) 72(9.4%) 44(6.3%) 43(6.1%) 31(5.7%)

신규 집단발생 5 4 7 3 8 2 4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8.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3,980
(전일 대비 +544)

976(+5) 1.03 (누적)10,337 1,677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012 10,852,226 1,362 10,278,645 296 81,407



 - 전날 대비 1,760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81,69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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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33 34 97 28 22 5 1 538 30 33 62 21 17 57 39 16 27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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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160 41,517,974 4,320 39,328,170 639 355,080



- 지난달 이스라엘과 카타르에선 화이자 접종 완료 후 두 달 지나면 백신효과 감소 연구 잇달아... 접종 4개월 후 

항체 20%로 떨어져

- 美 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잠정 중단 결정

- 베트남 정부 ""MSD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서 효과“

- 미국, 코로나 대응 외교장관 회의 소집…한국도 참석

-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기록하고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일평균 300명 이상 급증해

- 지난 달 핼러윈데이와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사적모임 증가 여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우려 더욱 커져

- "8천 명 모였다"…'위드 코로나' 첫 종교행사 어땠나

- 방역당국, “비상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 보강할 것... 하루 1만명의 환자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 확충”

- 의협, “전담 의료인력 부족... 지금이라도 대책 준비하지 않으면 병실 남아도 중환자실 이용하지 못해”

- 얀센 접종자 73만명, 오늘부터 부스터샷

- 오는 10일부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시작

- 50대·기저질환자·우선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진행

- 2차로 백신 맞고 한 달도 안 돼 감염된 사례 확인돼... 전문가, “접종 완료해도 6개월 지났다면 돌파감염 취약해”

- 80대 접종률 84% 불과, 60대(95.4%)·70대(93.7%)에 비해 낮아... 치명률은 50~60대에 비해 15~45배, 70대보다 

3~4배로 가장 높아

- 8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높여 치명률 낮추지 않을 경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우려... 전문가, “시·군·구별로 

전략적 대책 마련해야”

- 22일 전면등교 앞두고 소아·청소년대상 백신 접종 방침 달라 혼선... 학부모들, 자녀에게 백신 맞혀야 할지 고심에 빠져

- 수능 실시 열흘 앞두고 집담감염 연이어 발생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지 아직 1주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감염 더 악화될 가능성 높아

- “화이자 먹는 코로나약, 입원·사망감소 효과 89%... 머크는 50%(중앙일보 외 주요언론)

- 정부, “이달 중 40만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 머크·하이자·로슈 등 3개사와 13만 4000명분 추가 협의 중”

-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모두 5일간 복용... 화이자는 30알, 머크는 40알 복용

- "수능 보려고 백신 맞았는데" 사망한 고3아들의 엄마 눈물 사연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