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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18.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일) 11.15.(월) 11.16.(화) 11.17.(수)
총 확진자 791 648 800 609 659 974 967

10세미만(명),(%) 85 10.7% 77 11.9% 90 11.3% 72 11.8% 77 11.7% 97 10% 86 8.9%

10대(명),(%) 108 13.7% 75 11.6% 102 12.8% 88 14.4% 84 12.7% 145 14.9% 134 13.9%

20대(명),(%) 61 7.7% 53 8.2% 67 8.4% 36 5.9% 55 8.3% 72 7.4% 78 8.1%

30대(명),(%) 103 13% 87 13.4% 77 9.6% 68 11.2% 74 11.2% 119 12.2% 107 11.1%

40대(명),(%) 111 14% 71 11% 90 11.3% 91 14.9% 99 15% 124 12.7% 110 11.4%

50대(명),(%) 92 11.6% 88 13.6% 110 13.8% 80 13.1% 84 12.7% 127 13% 124 12.8%

60대(명),(%) 113 14.3% 116 17.9% 152 19% 102 16.7% 83 12.6% 157 16.1% 178 18.4%

70대(명),(%) 73 9.2% 62 9.6% 74 9.3% 38 6.2% 49 7.4% 95 9.8% 85 8.8%

80대 이상 45 5.7% 19 2.9% 38 4.8% 34 5.6% 54 8.2% 38 3.9% 65 6.7%

감염경로 조사 중 260(32.9%) 253(39.0%) 234(29.3%) 163(26.8%) 166(25.2%) 396(40.7%) 339(35.1%)

확진자 접촉 437(55.3%) 328(50.6%) 416(52.0%) 385(63.2%) 386(58.6%) 461(47.3%) 537(55.5%)

집단사례 관련 49(6.2%) 27(4.2%) 58(7.3%) 24(3.9%) 25(3.8%) 37(3.8%) 21(2.2%)

신규 집단발생 6 3 3 3 4 2 7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18.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1,624
(전일 대비 +967)

1,047(+4) 1.09 (누적)12,641 1,92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18.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18.0시 기준)

분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9,544 11,016,199 16,745 10,538,682 32,501 380,351



 - 전날 대비 3,29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06,06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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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90 73 195 34 36 9 10 965 61 26 80 54 40 50 98 28 20 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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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18.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4,991 42,065,661 65,899 40,246,487 129,449 1,346,936



■ 국내

- 확진자 3292명 '역대 최다'…위중증 이틀째 500명대·서울 병상 80.7%

- 방대본, "돌파 감염 증가? '추가접종' 속도 낼 것.. '비상계획'은 아직" 

- 복지부 "수도권 의료인력·병상 확보 필수적"… 의료계에 SOS

- 전 세계 신규 확진자 64%가 유럽…백신 미접종자 외출 제한까지

- 부스터샷, 60세 이상 고령층·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료기관 종사자 등 4개월 단축... 

50대·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로 단축

- 정은경 청장, “백신 일찍 맞은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12월까지 추가접종 완료할 것”

- 50대 이상 부스터샷 우선 예약,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6일 이후 실시... 당일 잔여백신 맞을 수 있어

- 49세 이하는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완료 시기 고려하면 내년에 추가접종 시작 관측

- 30세 미만, 심근염·심낭염 발생률 상대적으로 낮은 화이자 백신 접종... AZ, 점진적으로 줄여 12월 말까지만 시행

- 방역당국, 코로나 위험상황 5단계로 평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위중증 환자수·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핵심지표

- 방대본은 중수본과 함께 위험도 최종 평가... 위험도 평가는 주간평가·단계평가·긴급평가로 진행

- 정은경 청장,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선 긴급평가 즉시 논의해 신속 대응할 예정”

- 위중증 522명... ‘준비 부족’ 일상회복, 감당 어려워지나

- 서울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80.6%...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6.6%로 비상계획 조건 연일 초과 

- 코로나 중환자 급증하자 전국서 병상 부족... 가용 병상 포화에 비코로나 중환자들에 대한 의료 

인프라마저 흔들리는 상황

- 전문가들, “정부 예측 실패가 상황 키워... 고령층 돌파감염 등 대비 못하고 추가접종·의료체계 확충도 늦어”

- 정은경 청장, “지난주 기준 전국 위험도 낮음”... 전문가들 “일일 응급 상황 평가 빠져 한계있어 현장 위기 

상황 반영해야“ 지적

- ‘접종 6개월 뒤 부스터샷’ 고집하다... 처음으로 연이틀 3000명대

- 서울 중환자 여유병상 67개뿐... 의료진, ”부스터샷 앞당겼어야... 중환자 병상 다 차 가면 식당 손님 받듯 

환자 받을 수도“

- 방대본, 중화항체 분석 결과 발표... 화이자는 5개월, AZ는 3개월 만에 항체가 절반 아래로 떨어져

- 방역당국, 부스터샷 접종 간격 6개월 고수하다 AZ 백신 등을 맞은 고령층이 코로나에 노출되고 방역 위기 초래해

- 전문가, ”백신 물량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스터샷 접종 서두르지 않았다는 건 납득 어려워... 정부의 실기“

-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도 고충... ”미접종 손님들 중에 방역패스에 불만많아... 환불요구 쇄도“

- 전문가들, ”방역수칙 지키는 동시에 방역패스에서 예외인정의 폭을 넓게 할 필요있어“

- "이미 맞았는데"…30세 미만 '모더나' 백신 제한에 20대 접종자 불만

- "백신 항체 감소" 첫 확인…'부스터샷' 접종률 올라가나

- “1시간 만에 폐 다 녹아”…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 

- 주한미군, 5∼11세 어린이에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부스터샷 맞아야 ‘완전접종’…WHO “백신 불평등 부끄러운 일”

- 치료비 자비 부담, 외출금지 등…세계 곳곳 백신 미접종자 압박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