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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

① 경기도 발생현황 Gyeonggi Province Situation

■ 최근 1주간 발생 현황(2021.11.26.0시 기준)

구분
2021년 11월

11.19.(금) 11.20.(토) 11.21.(일) 11.22.(월) 11.23.(화) 11.24.(수) 11.25.(목)
총 확진자 993 992 820 779 1184 1121 1120

10세미만(명),(%) 94 9.5% 104 10.5% 101 12.3% 101 13% 105 8.9% 100 8.9% 121 10.8%

10대(명),(%) 119 12% 99 10% 94 11.5% 98 12.6% 124 10.5% 130 11.6% 134 12.0%

20대(명),(%) 81 8.2% 72 7.3% 70 8.5% 60 7.7% 109 9.2% 104 9.3% 99 8.8%

30대(명),(%) 127 12.8% 130 13.1% 111 13.5% 111 14.2% 143 12.1% 147 13.1% 134 12.0%

40대(명),(%) 130 13.1% 115 11.6% 110 13.4% 105 13.5% 145 12.2% 118 10.5% 133 11.9%

50대(명),(%) 140 14.1% 156 15.7% 103 12.6% 90 11.6% 167 14.1% 154 13.7% 156 13.9%

60대(명),(%) 169 17% 166 16.8% 141 17.2% 129 16.6% 232 19.6% 212 18.9% 188 16.8%

70대(명),(%) 81 8.2% 80 8.1% 51 6.2% 46 5.9% 105 8.9% 99 8.8% 82 7.3%

80대 이상 52 5.2% 69 7% 39 4.8% 39 5.0% 54 4.6% 57 5.1% 73 6.0%

감염경로 조사 중 347(34.9%) 362(36.5%) 283(34.5%) 270(34.7%) 541(45.7%) 426(38%) 453(40.4%)

확진자 접촉 505(50.9%) 480(48.4%) 453(55.2%) 426(54.7%) 501(42.3%) 623(55.6%) 599(53.5%)

집단사례 관련 80(8.1%) 38(3.8%) 39(4.8%) 43(5.5%) 52(4.4%) 36(3.2%) 47(4.2%)

신규 집단발생 2 1 2 2 9 1 4

■ 코로나19 확진 및 재택치료 현황(2021.11.26.0시 기준)

확진환자 사망 Rt 재택치료 재택치료 중

(누적)129,456
(전일 대비 +1,120)

1,131(+13) 1.16 (누적)15,450 2,851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및 지역 발생 현황(2021.11.26.1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1.2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2,101 11,091,697 17,786 10,662,163 43,406 618,738



 - 전날 대비 3,90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432,90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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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 96 103 245 30 44 13 15 1,115 53 25 87 45 38 116 86 32 19 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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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1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2021.11.26.0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접종완료 추가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47,564 42,419,011 66,613 40,764,548 193,366 2,464,798



■ 국외

- 이스라엘 ‘부스터샷 효과’...신규 확진 8000명→450명

- ECDC “유럽 모든 성인, 부스터샷 맞아야”

- 스파이크 돌연변이만 32개...남아공 새 변이 발견

- 낮은 백신 접종률에 미국 올해 코로나 사망자, 지난해 추월

- 美,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돌아온 ‘땡스기빙 퍼레이드’

- 인플레 0%대·코로나 급감...세계가 놀란 ‘일본 불가사의’

■ 국내

- 위중증 이어 19세 이하 확진 폭증...“선제조치 시급”

- 일상회복위 “청소년 방역패스를” 수도권 비상계획 구체 논의 안해

- “거리두기 U턴” vs “자영업자 피해” 갈려...방역 골든타임 놓칠라

- 의료계 “비상계획 필요”...당국 ‘일단 멈춤’보다 접종 속도에 방점둘 듯

-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도, 쓸 카드도 없고...오늘 방역강화 발표마저 취소한 정부

- “위중증 급증 경고 무시한 정부, 병상 더 못 구한다며 이젠 백기”

- 위중증 환자 600명 넘었는데...수도권 남은 병상은 112개

- 10대 확진자 발생률 성인 추월...전면등교 직후 확산세 뚜렷

- 소아·청소년 확진율, 성인 넘어섰다

- 청소년 확진 급증 ‘화들짝’...접종 권고 목소리 키우는 정부

- 덜 갔다, 식당·카페·쇼핑센터 덜했다, 경증·무증상자 검사 더했다, 10대 청소년들 접종

- 미접종자 중증화율이 11배...‘접종률 80%’도 소용없었다

- 연말 대목 줄 설줄 알았는데...‘예약 취소’ 줄 긋는 식당가

- “코로나 재감염 땐 사망·중증화율 90% 감소”

- 새 변이 ‘누’ 출현...“델타보다 강력할 가능성”

- 질병청 “부스터샷 후 이상반응, 1·2차 접종보다 적어”

- 방역패스 확대·부스터샷 속도...거리두기 재강화는 ‘신중’

- 고령층 추가접종 내달 완료...“면역 오르는 4주 최대 고비”

- Q: 미접종 임산부 23만명, 백신맞아야하나 A: 확진 땐 사산율 2.7%로 급등...접종해야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