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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7.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일) 11.15.(월) 11.16.(화)
총 확진자 833 791 648 800 609 659 974

10세미만(명),(%) 87 10.4% 85 10.7% 77 11.9% 90 11.3% 72 11.8% 77 11.7% 97 10%

10대(명),(%) 129 15.5% 108 13.7% 75 11.6% 102 12.8% 88 14.4% 84 12.7% 145 14.9%

20대(명),(%) 74 8.9% 61 7.7% 53 8.2% 67 8.4% 36 5.9% 55 8.3% 72 7.4%

30대(명),(%) 120 14.4% 103 13% 87 13.4% 77 9.6% 68 11.2% 74 11.2% 119 12.2%

40대(명),(%) 121 14.5% 111 14% 71 11% 90 11.3% 91 14.9% 99 15% 124 12.7%

50대(명),(%) 87 10.4% 92 11.6% 88 13.6% 110 13.8% 80 13.1% 84 12.7% 127 13%

60대(명),(%) 127 15.2% 113 14.3% 116 17.9% 152 19% 102 16.7% 83 12.6% 157 16.1%

70대(명),(%) 66 7.9% 73 9.2% 62 9.6% 74 9.3% 38 6.2% 49 7.4% 95 9.8%

80대 이상 22 2.6% 45 5.7% 19 2.9% 38 4.8% 34 5.6% 54 8.2% 38 3.9%

감염경로 조사 중 302(36.3%) 260(32.9%) 253(39.0%) 234(29.3%) 163(26.8%) 166(25.2%) 396(40.7%)

확진자 접촉 471(56.5%) 437(55.3%) 328(50.6%) 416(52.0%) 385(63.2%) 386(58.6%) 461(47.3%)

집단사례 관련 32(3.8%) 49(6.2%) 27(4.2%) 58(7.3%) 24(3.9%) 25(3.8%) 37(3.8%)

신규 집단발생 3 6 3 3 3 4 2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17.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0,658
(전일 대비 +964)

1,043(+7) 1.07 (누적)12,353 1,823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7.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7.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8,134 11,005,746 13,148 10,520,829 34,736 346,329



 - 전날 대비 3,18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02,77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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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103 54 157 33 46 14 16 956 53 28 70 50 36 26 66 23 24 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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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7.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33,249 42,029,499 46,728 40,196,491 136,485 1,205,691



-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 신청…美, 1000만명분 선구매

■ 국내

- 김부겸 "추가접종 60대 이상 4개월, 50대 5개월로 단축" 

- 오늘 위드코로나 위험지표 발표…추가접종 간격 단축할 듯

- 서울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 80% 넘어…병상부족 현실로

- 코로나 신규확진 3187명, 역대 두 번째… 위중증 522명 역대 최다

- '수능 응시' 확진 68명·격리 105명…오늘 코로나 검사시간 연장(상보)

-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도입, 안심 vs 과도한 조치…수험생, 노래방·PC방은?

- 부스터샷 완료자 2만 6272명 중 돌파감염 사례 2명 확인... 1·2차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화이자 접종한    

  30대 남성 2명

- 전문가, “부스터샷 접종 후 감염될 수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 비율 낮추는 것은 확실”

- 전체 돌파감염 접종자 10만명당 99.2명꼴... 얀센 접종자 중 돌파가염 발생률 0.35%로 가장 많아

- 코로나 ‘위험도 지표’ 오늘 공개... 60대이상 부스터샷 간격 4개월로

- 백신 추가 접종 기준 변경 계획에는 접종 간격을 50대 이상은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로 조정... 40대도 논의

- 비상계획 발동 기준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잠정 결정하고 일상회복위와 검토 거쳐 다음 주 발표할 예정

-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 76.1% 기록... 신규 확진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 

- 정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 소집... “병상과 약품 뿐 아니라 간호인력, 의사 부족 문제도 거론”

- 병원장들, 병상 402개 확보 행정명령엔 공감... “부족한 의료장비와 의료진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해”

- 전국 확진자 밤 9시에 2813명... 자정 기준 3000명 넘을 듯

- 코로나 확산세로 검사 수요 늘어 미국산 ‘신속 PCR 테스터’ 품귀현상 빚어져... 병원 응급실, 대체품 찾기 비상

- 코로나 재확산 중인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 커진 영향... 전문가들, “긴급 사용승인 제도 활용해 공급 부족 풀어”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처 미흡, 명확하지 않은 신고·안내 체계 등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해

-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백신’으로 검색되는 게시글 600개 분석 결과, 42.1%가 본인과 가족의 백신 이상을  

  호소하는 글로 집계

- '부스터샷' 맞아도 뚫린다…화이자 추가접종 30대 2명 '돌파감염'

- 파우치 “코로나19 토착병 될 수도…추가접종이 핵심”

- 군 의료진 3000명, 다음주부터 부스터샷… 서욱 국방장관도 접종

- 與 강선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 신고 623건”

- '코로나19 확진' 성인, 불면증 걸릴 확률 3.3배 높다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