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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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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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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10시 기준)

- 전일 대비 375,213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총 176,412,684명(0.21% 증가)의 환자 보고

- 이 중 3,815,164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2.16%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WHO 집계 전세계 확진 및 사망자 수 (2021.06.15. 기준, WHO)

그림 2. 일단위로 보고된 COVID-19 확진자 수 - 전체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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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기준, WHO)

그림 4.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전 주 기준) - 국가별 (2021.06.16. 기준, The New York Times)

           



 - 전날 대비 545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어 총 149,191명(140,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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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16 16 12 1 29 7 4 190 7 17 8 2 8 3 7 9 8 545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0,229,384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961,429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18,76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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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기준, Washington Post)

② 국내 발생현황 Domestic Situation

■ 전국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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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0시 기준)

■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

(누적)41,730
전일대비(+190)

1,981
전일대비(-13)

39,101
전일대비(+203)

648
전일대비(-)

접촉자 격리 중 격리해제

(누적)311,501
전일대비(+1,220)

74,432
전일대비(+681)

237,069
전일대비(+539)



그림 7.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21.06.16.10시 기준, 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5. 24시 기준)

구분

1회차 접종 2회차 접종

당일실적 당일누계 당일실적 당일누계

144,559 2,991,406 52,782 785,980



- ‘델타 변이’의 역습, 74개국서 확산세... 백신 두 번 맞으면 효과

- 인도 정브 ‘백신 부작용’ 첫 사망자 발생 공식 인정

- 도쿄 올림픽 앞두고 신규확진 주춤해진 일본

- 미곡 코로나19 사망자 60만명 넘었다

- 1백신 1차 접종1300만명 넘었다... ‘변이’ 지역감염 늘어 불안

- 새 거리두기 20일 밮표... ‘10시 통금·5인 금지’ 풀리나

- 전국 곳곳 AZ 접종 취소... “KTX 표 끊어놨는데” 예약자들 황당

- AZ백신 맞은게 무슨 죄? 접종혜택, 어느 세월에...

- 전 세계 강타한 ‘델타 변이’ 강 건너 불 아니다

- 주마가편, 백신 접종 총력전

- 2주 격리, 좀 더 유연해져야

- 신규확진 545명, 나흘만에 다시 500명대…전국 산발감염 지속

- 휴일 영향' 사라지자 다시 500명대…변이 확산도 '불안

- 변이 확산 중인데… 영국·인도 백신 접종자, 한국 오면 격리면제 방침

- 델타 변이의 역습, 일상 재개 암운… “새 유행 촉발할 수도”

- '백신의 힘' 미국 곳곳 경제 재개…팬데믹 15개월만에 정상화

- 우한연구소 박쥐 여인 “코로나 유출? 없는 증거를 어떻게 대나”

- 내일 3분기 접종계획 발표…예비군·민방위 등 얀센 접종 마무리

- 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도착…570만회분 도입 완료

- 모더나 백신 5만5000회 분 국가출하승인…이번주 접종 시작

- '예방률 90%' 노바백스 온다…"변이에 효과적“

- '백신 접종 높여라'…전국 지자체 접종 늘리기 아이디어 '만발

- 백신접종 속도 붙자 노마스크·유사 인증배지까지…곳곳서 '혼선’

- "안 아플 줄 알았는데...전기장판까지 꺼냈다“

-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6천770건↑…사망 20명↑, 인과성 미확인

- 경주·경산서 화이자 접종 2명 또 숨져…경북 누적 사망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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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