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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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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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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10시 기준)

- 전일 대비 371,720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74,509,849명(0.21%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3,759,536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5%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6.10.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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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기준, WHO)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전 주 기준) - 국가별 (2021.06.10. 기준, The New York Times)

           



 - 전날 대비 55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46,859명(137,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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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8 24 18 1 15 15 2 173 11 16 5 4 5 6 20 5 4 556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0,111,06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830,452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33,75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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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기준, Washington Post)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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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0,975
전일대비(+173)

2,144
전일대비(+23)

38,186
전일대비(+148)

645
전일대비(+2)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06,172
전일대비(-690)

71,592
전일대비(-22)

234,580
전일대비(+332)



그림 7.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21.06.11..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0.24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70,727 2,329,844 72,261 567,611



- 美, 내년내 5억회분 백신 빈국에 푼다

- 백신 1차 접종률 25%인데…브라질,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

- 남미 브라질·아르헨·콜롬비아, ‘코로나 지옥’ 되나

- 5명 중 1명 접종... 정은경 “7월 중순 이후 확진자 확 줄 것”

- 얀센 한번으로 접종 끝 7월 실외선 마스크 해방

- 정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여부 검토”

- 내달 수도권 현 상황 유지 땐, 식당·노래방 자정까지 연다(

- 접종 1000만명 넘어섰지만... ‘고위험군 우선’ 원칙 갈팡질망

- AZ 부족에 항의 빗발... 현장선 “비축 백신? 주사기도 없다”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백신의 부작용

- 송영길 보좌진 코로나 확진…與 최고위 등 전면 취소 

-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백신 1000만명 접종' 변수되나

- 순서도 꼴찌, 잔여 백신도 못 맞는다..'백신 소외' 호소하는 20대

- 다음 주 백신 대란 예고…보건소 ‘비상’ 

- 백신만 오면 우리는 맞는다… 105일만에 1차 접종자 1000만명 돌파

-  얀센 맞는 30대들...'백신 부작용 보장보험' 문의 폭주

-  비→신지, ★ 줄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진 감사합니다”

-  "빨리 맞길 잘했다"…30대 민방위 기자 '얀센 백신' 접종기

- "G-7 정상들, 전세계에 코로나백신 10억회분 기부할 것“

- 美 FDA, 얀센 백신 유통기한 3개월→4.5개월로

- 바이든 "전 세계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

- CDC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예상보다 심근염 발생 많아“

- 모더나, FDA에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사용 긴급승인 신청

- AZ 백신 2차까지 맞은 50대 남성, 코로나로 사망

- 부산서 50대 여성 AZ 잔여백신 접종 후 중태…인과성 여부 조사

③ 국내외 뉴스 News Updates on COVID-19

■ 코로나19 관련

■ 국외

■ 국내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및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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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