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2월 4주 (2020.02.24~2020.03.01)

2월 4주 (2020.02.24~2020.03.01)

< STI 순위 >
1. 코로나19

18,042

2. 문재인 탄핵 청원

2,245

3. 삼일절

1,845

0

1,655

4. 코로나나우

1,519

5. 코미팜

1,179

6. 심재철

1,173

7. 차이나게이트

1,169

8. 마스크 대란

1,098

9. 명성교회

973

10. 홍빈 음주방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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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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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8,042

노출기간 : 7일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 증가.
3월 3일 00시 기준, 확진환자 4,812명, 사망자 28명. 정부는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는 개학일을 또다시 2주 뒤로 연기. 3월
23일 개학 예정.

STI : 2,245

노출기간 : 4일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넘어섬.
청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판 내용. 현재 100만명을 넘은 상태.
탄핵 청원 이 나온 20여일 뒤, 맞불 성격의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이 올라와
100만명 넘음. 한편, 국회에서도 ‘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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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845

노출기간 : 1일

2020년 3월 1일은 삼일절의 101주년.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101주년 삼일절 기념식이 열림.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 나가자”고 역설.
한편, 코로나19여파로 각종 삼일절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강행하여 논란이 됨.

STI : 1,655

노출기간 : 3일

코로나19 국내외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 ‘코로나나우’가 연일 화제.
개발자는 대구의 중3 학생 2명으로 알려지며 큰 주목 받음.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뉴스, 예방 수칙, 내 주변 선별소, 내 증상 알아보기 까지 확인 가능.
존스홉킨스대학 CSSE, 중국의료정보사이트 dxy.cn까지 참고하여 세계
현황까지 알 수 있음. 광고수익은 마스크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힘. ‘채널톡’은
‘코로나나우’의 상담문의 처리를 위해 무상 기술지원에 나섬.
www.s-tree.co.kr

STI : 1,519

노출기간 : 3일

제약회사 코미팜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힘.
2월 26일에 코미팜은 개발을 진행 중인 신약물질 ‘파나픽스’를 확진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다는 계획을 밝힘.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
하지만 지난 2006년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코미팜은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음.

STI : 1,179

노출기간 : 2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음.
2월 1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동석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검사를 받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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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173

노출기간 : 1일

조선족들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미의 ‘차이나게이트’가 화두.
‘일베’사이트에 자신을 조선족으로 밝힌 글쓴이가 조선족들이 중국의 지시를
받아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함. 최근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조선족들이 주도했다고 주장.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를 부인하며 ‘대통령
응원청원에 중국 접속은 0.02%’라고 밝힘.

STI : 1,169

노출기간 : 6일

마스크판매, 마스크사재기, 마스크 수출 금지 등 마스크 관련 이슈가 지속 됨.
정부는 2월 26일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여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50% 이상인 약 500만개를 매일 공급 중. 3월 3일, 대한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를 1장당 1,500원, 1인당 5장 이하로 공급하는데 합의함.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3,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불거짐.
www.s-tree.co.kr

STI : 1,098

노출기간 : 3일

서울의 대형교회인 명성교회와 소망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도 10만 명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부목사도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
받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온누리, 소망,
금란 등 서울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
한편, 명성교회는 부목사를 비롯한 3명의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신천지의 경우와 대비 됨. 신천지의 폐쇄성이 원인으로
분석 됨.

STI : 973

노출기간 : 1일

빅스 홍빈이 음주 방송 논란에 휩싸임.
3월 1일 빅스 홍빈이 트위치 개인방송에서 음주방송을 진행하며 동료 아이돌을
비하하고 시청자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빚음. 논란에
홍빈은 3차례에 걸친 사과를 했으나, 팬들은 퇴출까지 요구 중. 홍빈은 현재
개인방송을 잠정 중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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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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