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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24.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7.(수) 11.18.(목) 11.19.(금) 11.20.(토) 11.21.(일) 11.22.(월) 11.23.(화)
총 확진자 967 849 993 992 820 779 1184

10세미만(명),(%) 86 8.9% 70 8.2% 94 9.5% 104 10.5% 101 12.3% 101 13% 105 8.9%

10대(명),(%) 134 13.9% 98 11.5% 119 12% 99 10% 94 11.5% 98 12.6% 124 10.5%

20대(명),(%) 78 8.1% 63 7.4% 81 8.2% 72 7.3% 70 8.5% 60 7.7% 109 9.2%

30대(명),(%) 107 11.1% 121 14.3% 127 12.8% 130 13.1% 111 13.5% 111 14.2% 143 12.1%

40대(명),(%) 110 11.4% 111 13.1% 130 13.1% 115 11.6% 110 13.4% 105 13.5% 145 12.2%

50대(명),(%) 124 12.8% 115 13.5% 140 14.1% 156 15.7% 103 12.6% 90 11.6% 167 14.1%

60대(명),(%) 178 18.4% 163 19.2% 169 17% 166 16.8% 141 17.2% 129 16.6% 232 19.6%

70대(명),(%) 85 8.8% 68 8% 81 8.2% 80 8.1% 51 6.2% 46 5.9% 105 8.9%

80대 이상 65 6.7% 40 4.7% 52 5.2% 69 7% 39 4.8% 39 5.0% 54 4.6%

감염경로 조사 중 339(35.1%) 303(35.7%) 347(34.9%) 362(36.5%) 283(34.5%) 270(34.7%) 541(45.7%)

확진자 접촉 537(55.5%) 457(53.8%) 505(50.9%) 480(48.4%) 453(55.2%) 426(54.7%) 501(42.3%)

집단사례 관련 21(2.2%) 40(4.7%) 80(8.1%) 38(3.8%) 39(4.8%) 43(5.5%) 52(4.4%)

신규 집단발생 7 4 2 1 2 2 9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24.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7,234
(전일 대비 +1,184)

1,101(+10) 1.15 (누적)14,630 2,460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24.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24.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6,560 11,068,452 11,628 10,627,922 30,360 537,717



 - 전날 대비 4,11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25,06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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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118 78 219 45 51 11 7 1,176 62 40 291 34 52 65 87 22 28 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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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24.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28,236 42,320,422 46,631 40,631,958 136,670 2,102,455



■ 국외

- 독 “백신 안 맞으면 죽을 것” 경고 영 “봉쇄 없는 성탄절 될 것” 호언

- 독일, 미접종자 식당 출입제한...영국은 성탄 파티도 가능

- “독일 코로나 감염률, 극우 지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

- 日 하루 확진자 50명 올해 최소치 찍었다 

- 미국 미성년 코로나19환자, 2주 사이 32% ↑

- WHO “유럽인 70만명 더 죽는다...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라”

- “코로나는 어린이 질병”...美 전문가, 아동 백신 접종 촉구

■ 국내

- 신규확진 4000명 안팎-위중증 549명 ‘최다’

- 방역패스 단계적 확대...식당-카페 적용 거론

- 서울도 밤 9시 1509명 최다 확진...거리두기 다시 강화 검토

- 위중증 환자 549명 역대 최다...12~7세 백신 추가 예약 시작

- 코로나 위중증 환자 또 최고치...정부 “더 악화땐 비상계획 검토”

- 더딘 병상 확보·추가접종 위태위태한 ‘3주 버티기’

- 신규 확진·위중증 환자 또 최고치...전문가 “비상계획 시점 지났다”

- 종교 공동체 마을서 231명 무더기 확진

- “방역에 도움 안돼”... 수기명부 효용성 가장 떨어져

- “코로나 확진 발달장애 아들에 지원없어...보살피다 온가족 감염”

- 김 총리 “비상계획 검토해야 할 급박한 상황...재택치료 활성화해야”

- 일평균 학생 확진자 347.6명...전문가“백신 접종 이득 더 커졌다”

- 코로나 확진자 6명 병상 대기 하다 사망

- 과기부-질병청, AI·데이터 기반 코로나 방역 협력 강화

- 식약처, 코로나 의약품 40일 내 우선심사 규정 마련

- 화이자 “코로나 백신, 12~15세에 100% 예방효과”

-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유럽에 풀리나...EMA 심사 착수

- 전문가들 “100만명 가량의 고령자 백신 미접종으로 남아있다”

- “전두환, 화이자 부작용 의심...백신 접종 후 혈액암 발병”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