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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22.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5.(월) 11.16.(화) 11.17.(수) 11.18.(목) 11.19.(금) 11.20.(토) 11.21.(일)
총 확진자 659 974 967 849 993 992 820

10세미만(명),(%) 77 11.7% 97 10% 86 8.9% 70 8.2% 94 9.5% 104 10.5% 101 12.3%

10대(명),(%) 84 12.7% 145 14.9% 134 13.9% 98 11.5% 119 12% 99 10% 94 11.5%

20대(명),(%) 55 8.3% 72 7.4% 78 8.1% 63 7.4% 81 8.2% 72 7.3% 70 8.5%

30대(명),(%) 74 11.2% 119 12.2% 107 11.1% 121 14.3% 127 12.8% 130 13.1% 111 13.5%

40대(명),(%) 99 15% 124 12.7% 110 11.4% 111 13.1% 130 13.1% 115 11.6% 110 13.4%

50대(명),(%) 84 12.7% 127 13% 124 12.8% 115 13.5% 140 14.1% 156 15.7% 103 12.6%

60대(명),(%) 83 12.6% 157 16.1% 178 18.4% 163 19.2% 169 17% 166 16.8% 141 17.2%

70대(명),(%) 49 7.4% 95 9.8% 85 8.8% 68 8% 81 8.2% 80 8.1% 51 6.2%

80대 이상 54 8.2% 38 3.9% 65 6.7% 40 4.7% 52 5.2% 69 7% 39 4.8%

감염경로 조사 중 166(25.2%) 396(40.7%) 339(35.1%) 303(35.7%) 347(34.9%) 362(36.5%) 283(34.5%)

확진자 접촉 386(58.6%) 461(47.3%) 537(55.5%) 457(53.8%) 505(50.9%) 480(48.4%) 453(55.2%)

집단사례 관련 25(3.8%) 37(3.8%) 21(2.2%) 40(4.7%) 80(8.1%) 38(3.8%) 39(4.8%)

신규 집단발생 4 2 7 4 2 1 2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22.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5,278
(전일 대비 +820)

1,082(+10) 1.16 (누적)13,970 2,30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22.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2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524 11,049,351 965 10,589,819 473 469,193



 - 전날 대비 2,82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18,25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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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89 53 159 57 36 10 5 817 55 26 47 34 25 39 63 17 21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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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22.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375 42,237,160 2,126 40,493,407 1,937 1,807,737



■ 국외

- “미국 돌파감염 189만명”…기저질환자, 노인에 위험

■ 국내

- 일반 성인 부스터샷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듯

- 추가접종 대상을 일반 성인 전체로 확대 검토... 외부 활동 많은 젊은층에서 고령층으로의 전파 차단 조치 

- 일반인 추가 접종 시점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5개월 후가 될 가능성 높아... 7, 8월 우선 접종 직장인 등은  

  내년 1월에 5개월 간격에 해당

- 질병청,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백신 접종 앞당긴 18~49세도 있어 추가접종 확대 결정 서두를 필요 있어”

- 위드코로나 3주째 확진-사망 최다... 하루 이상 ‘병상대기’도 804명

- 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코로나 재확산 상황 빠르게 악화... 최근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2853명,   

  사망자도 11.9명에서 24.4명으로 증가

-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1.5%로 포화상태로 충청·강원 병상 모자라 분산 어려워... 재택치료자 규모도 5000명 넘어

- 방역당국,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나야 해 앞으로 3주가 고비”

- 닷새째 확진자 3000명대로 유치원·초중고 학생들 대부분 미접종자... 전체 학생 확진자의 4분의 3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우려

- 학생 확진자만 하루 평균 300명 넘어... 12~17세 접종 완료율 12.8%에 그쳐

- 최근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 36%가 60세 이상으로 4주 전부다 1.5배 늘어... 중증 환자 비율, 72%→87%,  

  사망자 비율 88%→95%

- 고령층 접종한 AZ는 3개월만에 항체 절반 아래도 떨어져, 얀센도 AZ와 비슷한 수준... 화이자는 5개월 뒤 대폭 감소

- 전문가들, ”앞으로 접종 완료자 중 3~5개월 등 일정 시점 지난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 더 집중할 필요“

- 젊은 층에 대해 부스터샷 확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30대 이상 얀센 접종자 중 부스터샷 예약 59%

- 전문가, ”일부 젊은 층이 부작용과 효능 사이에서 접종 망설여... 돌파감염 많은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최대한 서둘러야“

- 전문가들, ”코로나를 방어하는데 적정한 중화항체의 양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중화항체량이 5배    

  많다고 효과가 5배라고 볼 순 없어”

- 백신은 중화항체 뿐 아니라 체내 ’세포면역‘ 강화하는 효과도... 이번 정부 조사에선 백신별 중화항체만    

  비교·조사 한계도

- 접종 후 중화항체 수치가 단기간에 많이 감소하는 추세 보였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어... 돌파감염과   

  돌파감염 후 중증환자 되는 경우 늘어

- 현재까지 백신 부작용 피해 3652건 중 967건 사망... 백신 피해 가족들,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의 설명 부족”

- 수도권 오늘 전면 등교 속 코로나19 위험도 첫 발표

- 위중증, 일평균 500명 육박…일상회복후 3주연속 증가

- 코로나에 구급차 부족 목소리…"20분 걸린다니 택시 잡는 환자도"

- 중환자, 2~3주 후가 문제…의료체계 재정비해야

- 의협, '국회가 감염병관리위원 과반수 추천'에 강력 반발

- 24개월 아이 자가격리하라며 3시간 기차 타라는 보건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19 관련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오늘부터 초·중·고 전면등교하는데… 1차 접종률 절반도 못 미쳐 

- 추가 접종 대상자, 오늘부터 부스터샷 예약·접종

- 정부 “코로나 백신, 4개월이면 효력 떨어져…추가접종 적극 동참” 

- “부스터샷, 그림의 떡”…백신 불평등 갈수록 ‘심각’ 

- 'PD수첩',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 사연 집중 취재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