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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6.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9.(화)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일) 11.15.(월)
총 확진자 867 833 791 648 800 609 659

10세미만(명),(%) 58 6.7% 87 10.4% 85 10.7% 77 11.9% 90 11.3% 72 11.8% 77 11.7%

10대(명),(%) 123 14.2% 129 15.5% 108 13.7% 75 11.6% 102 12.8% 88 14.4% 84 12.7%

20대(명),(%) 96 11.1% 74 8.9% 61 7.7% 53 8.2% 67 8.4% 36 5.9% 55 8.3%

30대(명),(%) 114 13.1% 120 14.4% 103 13% 87 13.4% 77 9.6% 68 11.2% 74 11.2%

40대(명),(%) 121 14.0% 121 14.5% 111 14% 71 11% 90 11.3% 91 14.9% 99 15%

50대(명),(%) 121 14.0% 87 10.4% 92 11.6% 88 13.6% 110 13.8% 80 13.1% 84 12.7%

60대(명),(%) 157 18.1% 127 15.2% 113 14.3% 116 17.9% 152 19% 102 16.7% 83 12.6%

70대(명),(%) 46 5.3% 66 7.9% 73 9.2% 62 9.6% 74 9.3% 38 6.2% 49 7.4%

80대 이상 31 3.6% 22 2.6% 45 5.7% 19 2.9% 38 4.8% 34 5.6% 54 8.2%

감염경로 조사 중 352(40.6%) 302(36.3%) 260(32.9%) 253(39.0%) 234(29.3%) 163(26.8%) 166(25.2%)

확진자 접촉 422(48.7%) 471(56.5%) 437(55.3%) 328(50.6%) 416(52.0%) 385(63.2%) 386(58.6%)

집단사례 관련 47(5.4%) 32(3.8%) 49(6.2%) 27(4.2%) 58(7.3%) 24(3.9%) 25(3.8%)

신규 집단발생 5 3 6 3 3 3 4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16.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19,694
(전일 대비 +658)

1,036(+6) 0.99 (누적)12,097 1,771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6.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4,680 10,996,546 24,600 10,506,476 43,711 310,235



 - 전날 대비 2,125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399,59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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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86 38 131 11 35 9 6 653 51 28 42 55 29 9 45 43 15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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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1,500 41,965,210 87,466 40,105,558 160,691 1,041,102



- 유럽은 재봉쇄 하는데, 일본만 '확진자 급감'.. 왜? 

- 주한영국대사, SNS 통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백신 패스가 해외접종 외국인에게 까다로워...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해결 못해”

-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움직임... 미국, 지난 3일부터 5~11세 어린이 대상으로 백신 접종

■ 국내

- 손영래 "10대 확진자가 늘고 있다…5명중 1명이 10대"

- 서울 중증 병상 가동률 78.8%…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 

- 코로나 위중증 495명 '역대 최다'…신규 확진 2125명

- 수확 작업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농촌마다 ‘방역 비상’

- "이대로는 공공병원 토사구팽 당한다…공공의료 근본적 변화 필요"

- ‘코로나 위험지표’ 발표, 9→16→18일 잇단 연기…당국 “일상회복 전환 중단 아냐” 

- 인천서 생활치료센터로 쓰려던 호텔 2주 넘게 '텅텅' 

- 독감 의심환자, 1000명당 3.3명으로 4주만에 3배 이상↑

- 복지부 장관 “부스터샷 기간 단축, 50대도 적용 검토”

- 정부, 고령층 사망자·중증 환자 증가에 장·노년층 대상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4개월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

- 고령층, ‘백신 약발’ 갈수록 떨어져... 60대 이상이 중증환자 중 82.1%, 사망자 중 96.9% 차지

- 국내에선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 떨어지는 AZ 백신을 1·2차 접종 간격 최대한 길게 늘려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맞힌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가능성 지적

- 전문가들, “60~74세 AZ 접종자는 3개월 뒤부터라도 추가접종 필요... 고혈압·당뇨환자나 흡연자 등엔      

  6개월보다 당겨서 맞는 선택권 줘야”

-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6.4%... 입원 치료 기다리던 환자들이 숨지는 사례도 속출해

- 정부, 추가로 병상 확보 행정 명령 발동... “수도권 병상이 다 찰 경우, 인근 지역부터 환자 이송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

- 전문가들, “병상만 있다고 되는 일 아냐... 중환자 치료할 인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어”

-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도 부스터샷... 추가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 커져

- 정부, 수능 이후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 적용 방안 검토... 수능 끝나면 청소년들의 외부활동 많아져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 제기

- 한국 정부, 5~11세까지 백신 접종 확대해야 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해

-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세계적으로 팬데믹 악화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백신뿐... 면역 취약자의 경우  

  12세 미만이라도 접종 검토해야”

- 전면등교 앞뒀지만 현재 소아·청소년 접종예약률은 낮아... 12~15세 예방접종 예약률은 32.7% 그쳐

- 백신 접종 후 두 번재 사망신고 발생... 백신 접종 후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어

- 식약처, 국내 생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착수

- "백신 접종·후유증 대한 '따돌림·연차 사용 강요 등 괴롭힘' 심각"

- "직업 특성상 미접종은 이기적 처사"…백신 접종 서두르는 대중문화계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