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3월 1주 (2020.03.02~2020.03.08)

3월 1주 (2020.03.02~2020.03.08)

< STI 순위 >
1. 코로나19

6,629

2. 이만희 기자회견

3,243

3. 나대한 논란

2,672
1,867

4. 마스크알리미

1,836

5. 마스크 5부제
6. 2020근로장려금

1,491

0

1,290

7. 잉글랜드FA컵

1,273

8. 안철수

1,159

9.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

1,076

10.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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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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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6,629

노출기간 : 6일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 증가 중.
다만 지난 주말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변곡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중. 학교 개학은 추가적으로 연기 됨.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필수인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힘.

STI : 3,243

노출기간 : 2일

지난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함.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며 큰절을 두 번 함.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 지원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힘. 한편, 이날 이만희
총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청와대 시계를 차고 나와 이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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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672

노출기간 : 2일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해
논란.
나대한은 대구 공연 직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음에도 일본 여행을 떠났고 개인 SNS 계정에 사진을 올려 들통남.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나대한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STI : 1,867

노출기간 : 3일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개발돼 화제.
고려대 학생 4명과 이두희 개발자가 함께 개발. 궁금한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를 보여줌. 현재 알리미는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만
제공하지만, 곧 약국과 마트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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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836

노출기간 : 2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 됨.
3월 9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구입처는 약국으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

STI : 1,491

노출기간 : 2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연장 됨.
당초 3월 16일까지 였던 신청 기한이 31일로 연장 됨.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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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290

노출기간 : 3일

잉글랜드 FA컵의 8강 대진표가 완성 됨.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승부차기 끝에 16강에서 탈락하고 노리치 시티가 8강에
진출. 첼시는 리버풀을 꺾고 8강 진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더비 카운티를
상대로 3-0 승리하여 8강 진출. 8강전은 3월 22일에 열릴 예정.

STI : 1,273

노출기간 :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내와 함께 지난 3월 1일부터 대구에 내려가 코로나
관련 의료 봉사를 하고 있음. 안철수의 진료봉사로 국민의당 지지율은 3%p 상승.
안철수 대표의 본보기에 자극 받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력 총동원령’을
발동, 당의 자발적 봉사와 지원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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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159

노출기간 : 1일

지난 3월 4일 새벽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 발생.
이 사고로 7개 공장 가동이 중단 됨. 인명피해는 31명이며 사망자는 없음. 사고
원인은 파악 중. 대산 공장은 롯데케미칼 전체 매출액의 21.8%를 차지하는
곳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STI : 1,076

노출기간 : 3일

지난 3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 통과로 타다는 사실상 지금처럼 도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됨. 타다는
사업 중단을 선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 달 안에 잠정 중단할 예정. 타다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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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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