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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23.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6.(화) 11.17.(수) 11.18.(목) 11.19.(금) 11.20.(토) 11.21.(일) 11.22.(월)
총 확진자 974 967 849 993 992 820 779

10세미만(명),(%) 97 10% 86 8.9% 70 8.2% 94 9.5% 104 10.5% 101 12.3% 101 13%

10대(명),(%) 145 14.9% 134 13.9% 98 11.5% 119 12% 99 10% 94 11.5% 98 12.6%

20대(명),(%) 72 7.4% 78 8.1% 63 7.4% 81 8.2% 72 7.3% 70 8.5% 60 7.7%

30대(명),(%) 119 12.2% 107 11.1% 121 14.3% 127 12.8% 130 13.1% 111 13.5% 111 14.2%

40대(명),(%) 124 12.7% 110 11.4% 111 13.1% 130 13.1% 115 11.6% 110 13.4% 105 13.5%

50대(명),(%) 127 13% 124 12.8% 115 13.5% 140 14.1% 156 15.7% 103 12.6% 90 11.6%

60대(명),(%) 157 16.1% 178 18.4% 163 19.2% 169 17% 166 16.8% 141 17.2% 129 16.6%

70대(명),(%) 95 9.8% 85 8.8% 68 8% 81 8.2% 80 8.1% 51 6.2% 46 5.9%

80대 이상 38 3.9% 65 6.7% 40 4.7% 52 5.2% 69 7% 39 4.8% 39 5.0%

감염경로 조사 중 396(40.7%) 339(35.1%) 303(35.7%) 347(34.9%) 362(36.5%) 283(34.5%) 270(34.7%)

확진자 접촉 461(47.3%) 537(55.5%) 457(53.8%) 505(50.9%) 480(48.4%) 453(55.2%) 426(54.7%)

집단사례 관련 37(3.8%) 21(2.2%) 40(4.7%) 80(8.1%) 38(3.8%) 39(4.8%) 43(5.5%)

신규 집단발생 2 7 4 2 1 2 2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23.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6,050
(전일 대비 +772)

1,091(+9) 1.15 (누적)14,280 2,36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23.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2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1,116 11,061,095 24,897 10,615,349 34,904 505,072



 - 전날 대비 2,69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20,9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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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 56 50 129 55 68 7 8 769 66 20 77 40 20 51 80 29 14 2,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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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23.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9,198 42,290,047 87,611 40,585,580 145,209 1,958,451



■ 국외

- “미국, 돌파감염 189만명 발생해 2만명 사망”

- 독일, “백신 맞거나 죽거나”...영국, “봉쇄 없는 성탄절”

- 코로나19 재확산에 미국 기업들 사무실 복귀여부 고심

- 석달새 확진자 2만5천명→143명 급감...일본에 무슨 일이

■ 국내

-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최고단계’...방역패스 유효기간 검토

- 수도권 ‘매우 위험’ 심각한대도 특별조치 않고 버티는 방역당국

-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1주만에 ‘중간’→‘매우 높음’ 2단계 껑충

- 정은경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설정 검토”

- 부스터샷 맞지 않으면 헬스장·노래방 못갈 듯

- 고령층 위중증 느는데 추가접종 더뎌...일상회복 ‘갈림길’

- 돌파감염 뒤 ‘돌파폐렴’ 급증, 중환자실 꽉찼다

- 서울대병원 입원한 돌파감염자 16명 중 14명, 폐렴 걸렸다

- 전명 등교에 감염불안...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여부 주중 발표”

- 학생 접종완료율 13% 불과...확산 땐 속수무책

- 2년 만의 전면 등교...학생들 “친구 만나 좋아” “백신 접종률 낮은데 왜 굳이 모험을” 우려도

-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그만한다는데...

- 한국인 52% “코로나 사태 머지않아 끝난다”

- 12월부터 호주도 갈수있다 접종완료 한국인 입국 허용

- 델타가 마지막 변이 아니다? 전문가 “2년 내 수퍼변이 나타날 것”

- 신규확진 2699명...위중증 환자 549명 ‘역대 최다’

- 내년 상반기 18~49세 추가접종 전망

- 백신 미접종자 중증화율, 접종완료자 비해 5배 높아

- 12세 미만 백신접종·경구용 치료제 도입 文약속에 앞당겨지나

- 중화항체만으로는 감염예방효과 단정 못해 AZ, 돌파감염 화이자의 3배...추가접종 필요 커

- 접종 끝낸 50세 이상, 부스터샷 예약은 언제든 가능

- 화이자 “코로나 백신 12~15세 청소년에 예방효과 100%”

- 얀센 백신, 유럽 내 세 번째 코로나 부스터샷 되나

- 고령층 돌파감염 AZ백신 때문? “백신 종류 무관”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