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1월 3주 (2020.01.13~2020.01.19)

1월 3주 (2020.01.13~2020.01.19)

< STI 순위 >
1. AFCU-23챔피언십

4,682
4,221

2. 이국종

4,198

3. 필리핀 화산 폭발

3,489

4. 최현석 휴대전화 해킹

3,465

5. 주예지
6. 박지민 악플러

2,205
2,047

7. 연말정산

2,038

8. 자유한국당
9. 승리 영장 기각

1,971

10. 고은아 폭로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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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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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4,682

노출기간 : 7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
1월 19일에 조규성과 이동경의 골로 요르단을 2:1로 격파. 한국은 4연승을
기록 중. 22일 호주와 준결승을 치를 예정.

STI : 4,221

노출기간 : 4일

유희석 아주대병원 원장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음. 1월 13일에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한
파일이 공개 된 것.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유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내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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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4,198

노출기간 : 2일

1월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의 탈(Taal) 화산 폭발.
마닐라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무기한 중단 됨. 필리핀지진화산연구소는 위험
경보 4단계 발령. 수 시간에서 며칠 안에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또 날 수 있다는
뜻. 필리핀 당국은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 내림.

STI : 3,489

노출기간 : 3일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이슈인 가운데, 최현석도 휴대전화를 해킹 당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최현석이 해킹 이후 협박에 응하지 않자, 문자메시지 등을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짐. 이 과정에서 최현석의 사문서 위조 의혹이 나옴. 최현석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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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465

노출기간 : 2일

스타 강사 주예지가 용접공 비하 발언으로 논란.
1월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용접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수능 7등급은
용접 배워서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라고 하여 질타 받음. 주예지는 14일에
유튜브 방송으로 사과함.

STI : 2,205

노출기간 : 2일

가수 박지민 악플러에 일침을 가함. 1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있는 박지민의 사진과 함께 “Don’t care
what shape, just love the way u are”(어떤 모양이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라)라는 글을 게재함. 지난 9일 악플러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플러에 맞대응을 한 이후라 화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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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047

노출기간 : 3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되며 2019년도 연말정산 시작.
올해부터는 산후 조리원 비용,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공제 대상에 추가 됨.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음.

STI : 2,038

노출기간 : 7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나경원 아들의 스펙 의혹을 다루어
화제. 학술 포스터 표절 및 저자 자격 의혹 등을 집중 보도. 나경원 의원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됨. 나 의원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밝힘. 한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한우 육포를 불교계에 설 선물로 보냈다가
사과 후 긴급회수를 하는 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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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971

노출기간 : 2일

가수 승리의 영장이 지난해 5월에 이어 또다시 기각 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덧붙여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STI : 1,864

노출기간 : 2일

배우 고은아가 전 소속사의 횡포를 폭로.
고은아는 동생 ‘미르’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연예계 생활을 하며 겪은 일들을
폭로함. 과거 스캔들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대표가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허벅지 아래를 때렸다고 밝힘. 지난 유튜브에서는
여배우들의 텃세를 폭로하여 화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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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봄마루의 ‘에스트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및 이슈 모니터링
- 인물 및 브랜드 평판 관리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키워드 발굴
- 캠페인 전후 분석 및 리포트
-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분석 및 발굴

- www.s-tree.co.kr, support@s-tree.co.kr
- TEL. 02-586-111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4 동국빌딩 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