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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1호 

http://www.gidcc.or.kr/gypd-type/covid-19-daily-reports/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1호 주요 내용

   

① 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발생현황

   • 해외 지역별/국가별 발생현황

② 국내 발생현황 

   • 전국 발생현황

   • 경기도 발생현황

③ 국내외 뉴스

   • 국/내외 뉴스

   •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뉴스

④ 참고자료

   •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방법



■ 전세계 (2021.06.10.10시 기준)

- 전일 대비 429,054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74,138,129명(0.25%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3,750,463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5%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6.09.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6.09. 기준, WHO)

① 국외 발생현황 Global Situation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_by_country_and_territory


그림 3.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지역별 (2021.06.09. 기준, WHO)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전 주 기준) - 국가별 (2021.06.09. 기준, The New York Times)

           



 - 전날 대비 61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46,303명(136,713명 격리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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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15 30 22 4 22 7 3 180 16 24 7 2 4 11 33 10 8 611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0,076,862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800,23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0,327명이 검사 진행 중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추이(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누적(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추이(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19 전국 검사자 누적(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국내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 추이(2021.06.09. 기준, Washington Post)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6.10. 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검사 현황

■ 코로나19 백신 현황



코로나19 경기 확진자 추이(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 확진자 증상발현일-확진 소요 분포(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2021.06.10. 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0,802
전일대비(+180)

2,121
전일대비(+38)

38,038
전일대비(+142)

643
전일대비(-)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04,862
전일대비(+1,261)

70,614
전일대비(+922)

234,248
전일대비(+329)



그림 7.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21.06.10.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9.24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21,812 2,148,268 3,708 495,108



- 미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계약

- 미,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 폐기 우려

- 캐나다,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추진

- 한 번으로 끝나는 얀센, 오늘부터 접종... 열 있으면 미뤄야

- 12주 간격 두고 맞는 AZ, 이달 중순부터 8주로 단축 가능

- 고령층 50만명분 AZ 백신 부족... 정부 “LDS 주사기·얀센 잔여분 투입”

- 백신 접종 마치면 해외여행

- 전국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 약사 백치

- 병의원 앱 예약 기피... 잔여백신 지침 또 변경

- “해외서 백신 맞고 입국땐 격리면제를”... 기업인 이어 의학계도 촉구

- “과학에 입각해 예방접종 맞아야 코로나 조기극복 가능”

- 코로나 허위정보 발표" 정은경 청장, 인권위 구제권고 받았다

-  신규확진 611명, 이틀째 600명대…거리두기 월말까지 재연장될듯

- 면 등교 대비…서울시교육청, 5개교에 신속 PCR 검사 도입

- 백신 맞고 드디어 해외 여행?…"기대 반 우려 반“

- "고추대차로 코로나19 치료?" 가짜뉴스 퍼트리는 의사 처벌한다

- 인도발 변이, 청력상실에 괴저까지…코로나 변이 중 가장 피해 심각

- "남는 백신 저희 좀 주세요" AZ 부족에 이젠 병원끼리 읍소

- 접종예약 몰려 일부서 백신·주사기 '부족'…정부 "취소 마시길" 

- 1차접종 총 979만4천163명, 인구대비 19.1%…오늘 1천만명 넘을 듯

- 한미 백신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원부자재 확대 논의 

- 미국이 준 '얀센 백신' 오늘부터 접종…잔여량 누가 맞나

- MSD "한국 정부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협상 중" 

- '광클' 성공한 민방위 30대 기자의 '얀센 백신 접종기’

-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줄포기 우려..셀트리온 되고 종근당·대웅제약 안 되는 이유

- WTO, 백신 공급 확대 협상 시작 합의…지재권 포기 등 이견

- J&J CEO "몇년간 매년 코로나 추가 백신접종 필요할 듯“

- IOC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 코로나 백신 접종률 80%“

- 美, 저소득 국가 92개국에 화이자 백신 5억회분 푼다

- 美, 코로나19 백신 공급 위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도 논의

- 中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벌써 7개…이중 5개 공식 승인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검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참고자료

■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http://www.gidcc.or.kr/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