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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5.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8.(월) 11.9.(화)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일)
총 확진자 528 867 833 791 648 800 609

10세미만(명),(%) 87 16.5% 58 6.7% 87 10.4% 85 10.7% 77 11.9% 90 11.3% 72 11.8%

10대(명),(%) 67 12.7% 123 14.2% 129 15.5% 108 13.7% 75 11.6% 102 12.8% 88 14.4%

20대(명),(%) 9 1.7% 96 11.1% 74 8.9% 61 7.7% 53 8.2% 67 8.4% 36 5.9%

30대(명),(%) 114 21.6% 114 13.1% 120 14.4% 103 13% 87 13.4% 77 9.6% 68 11.2%

40대(명),(%) 56 10.6% 121 14.0% 121 14.5% 111 14% 71 11% 90 11.3% 91 14.9%

50대(명),(%) 75 14.2% 121 14.0% 87 10.4% 92 11.6% 88 13.6% 110 13.8% 80 13.1%

60대(명),(%) 62 11.7% 157 18.1% 127 15.2% 113 14.3% 116 17.9% 152 19% 102 16.7%

70대(명),(%) 29 5.5% 46 5.3% 66 7.9% 73 9.2% 62 9.6% 74 9.3% 38 6.2%

80대 이상 29 5.5% 31 3.6% 22 2.6% 45 5.7% 19 2.9% 38 4.8% 34 5.6%

감염경로 조사 중 164(31.1%) 352(40.6%) 302(36.3%) 260(32.9%) 253(39.0%) 234(29.3%) 163(26.8%)

확진자 접촉 318(60.2%) 422(48.7%) 471(56.5%) 437(55.3%) 328(50.6%) 416(52.0%) 385(63.2%)

집단사례 관련 23(4.4%) 47(5.4%) 32(3.8%) 49(6.2%) 27(4.2%) 58(7.3%) 24(3.9%)

신규 집단발생 1 5 3 6 3 3 3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15.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9,036
(전일 대비 +602)

1,030(+7) 1.02 (누적)11,938 1,799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5.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5.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130 10,981,235 1,581 10,481,083 1,043 266,026



 - 전날 대비 2,00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97,46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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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67 48 102 25 33 3 1 596 35 18 57 38 19 34 44 10 20 2,00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전국 사망자 누적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11.15.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5.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281 41,960,348 3,311 40,099,272 2,186 1,037,127



-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코로나19 지표 쿼드러플 상승

- 2006명 확진, 일요일 발생 역대 두번째…주말효과 증발?

- 오늘부터 헬스장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운영자는 150만원

- 14일 위중증 환자 483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어... 사망자 20명으로 13일 연속 두 자릿수

- 방역당국, “추워진 날씨에 실내 활동 증가하고 환기 어려워져 코로나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 우려

- 병상 가동률, 서울(76.2%)과 인천(75.9%)로 가동률 75% 넘어... 경기 지역은 71.9% 차지

- 정부, 수도권에만 비상계획 발동할 가능성 제기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위중증 환자 500명선까지는    

  의료체계 감당”

- 위중증 환자 483명 중 82.5%가 60대 이상 고령층... 60세 이상 확진자 상당수가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되고 있어... 

- 요양병원·시설의 초기 AZ 접종자들은 이미 지난 달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백신 예방 효과 떨어져    

  돌파감염 가능성 높아

- 방역당국, 기본접종과 부스터샷 간격 5개월로 일괄 단축 검토... 전문가, “백신 효과 평가 통해 3,         

  4개월까지도 단축해야”

- PC방·노래방 등 이용 청소년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 10대 감염자 증가해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추가 적용 필요성 제기... 9월 개학 이후 학교·학원 집단감염 급증

- 12~17세 접종완료율 7.3% 불과, 1차 접종률도 34.1%... 정부, 청소년 ‘자율 접종’에서 ‘적극 접종’ 권고로 

- “방역당국, 병원서 20명 집단감염되자 코호트 격리 지시만... 기저질환자 이송도 거부”

- 靑 국민청원에 “경기도 정신병원에 집단감염 발생, 지금도 확산... 관할 보건소는 무관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무반응, 질병청은 감독회피” 분노

- 방역당국, 지난 2일 해당병원에서 코로나 20일 확진자 20명 발생하자 ‘코호트 격리’ 조치

-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백신 관련 직장내 갑질이 80건에 달해... 특히 중소업체 직원의 제보가 많아

- 직장갑질 119, “한국의 경우 백신 유급휴가도 없고, 유급병가제도 없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 맞고 쉴 수 없어”

- 지난 12일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집중조사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출범

- 박병주 위원장, “해외에서 나온 연구결과 파악·참고하면서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질병 현상 파악할 것”

- 청소년 20만명 접종... 접종 완료율 78.1%

-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8.1%... 18세 이상 90.4%에 달해

- 16~17세 중 접종 마친 청소년은 19만9485명... 접종완료율은 약 22%, 1차 접종률은 약 70%

- 50대와 60대의 접종완료율 94.4%로 가장 높아... 접종 늦게 시작된 12~17세는 7.3%

- 오늘부터 50대·기저질환자도 백신 부스터샷 시작

-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주사 접종방식 잘못돼 생긴다?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심근염', 美와 양상 달라…장기 연구 필요"

-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허가에 “매우 이례적 결정…전세계 문의 증가” 

■ 코로나19 관련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