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7월 5주 (2020.07.27~2020.08.02)

7월 5주 (2020.07.26~2020.08.02)

< STI 순위 >
1. 황경석

1,852

2. 고유민 사망

1,778

3. 로트와일러

1,580

4. 윤희숙

1,555

5. 문재인을파면한다

1,383

6. 프리미어리그

1,140

7. 대전 침수

1,094

8. 모더나

1,023

9. 태풍

947

10. 박지원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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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www.s-tree.co.kr

STI : 1,852

노출기간 : 2일

싱어송라이터 겸 가요 레이블 대표 더필름 황경석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음. 여성의 나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한 혐의. 조사 결과 황경석은
SNS DM으로 팬들에게 만나자고 접근해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 했다고 함.
황경석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힘.

STI : 1,778

노출기간 : 2일

7월 31일 배구선수 고유민 선수가 유명을 달리 함.
도를 넘은 악플 공격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故 고유민 선수는 공격형 레프트로
활약한 유명한 선수. 하지만, 지난 2월 팀의 사정으로 갑작스레 리베로로
포지션이 변경된 후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자 ‘발로해도 너보다 잘해’,
‘돈 떨어지면 다시 배구판 돌아오지 마라’ 등의 비난 댓글 세례를 받음. 제 2의
고유민을 막기 위한 ‘스포츠 뉴스 악플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나옴.
www.s-tree.co.kr

STI : 1,580

노출기간 : 3일

맹견 로트와일러가 길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여 논란.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일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의무인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A씨는 가해견주를 고소했으나,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맹견 관리의무, 반려견 목줄 단속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STI : 1,555

노출기간 : 3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3법의 허점을 지적한 5분 연설로 화제.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할 임차인들과 서민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부 임대인들의 불안을 대변하여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 됨.

www.s-tree.co.kr

STI : 1,383

노출기간 :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인 실검 챌린지에 7월
28일, ‘문재인을 파면한다’ 문구 등장. 해당 검색어는 29일에도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떠있었음.

STI : 1,140

노출기간 : 2일

아스날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첼시를 누르고 통산 14번째 우승
차지. 오마베양이 혼자 2골을 기록하여 우승을 견인.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19-20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2-0 승리.

www.s-tree.co.kr

STI : 1,094

노출기간 : 3일

7월 30일, 집중호우로 대전에는 주택과 상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730여건
발생. 대전 일대 선로도 침수되어 KTX 등의 열차 운행도 지연 됨. 대전 서구지역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가 침수되는 피해 발생. 25세대 41명의
이재민 발생, 차량 78대가 물에 잠김. 정부 및 각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STI : 1,023

노출기간 : 2일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최종 관문’인 3상 시험에 돌입.
미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모더나는 백신의 가격을 1회 투여분에
32~37달러로 책정하겠다고 밝힘.

www.s-tree.co.kr

STI : 947

노출기간 : 1일

제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비 쏟아짐.
하구핏은 8월 5일 중국에서 소멸되었으나 강한 저기압의 힘이 남아 한반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음.

STI : 914

노출기간 : 2일

더불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7월 28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 됨.
그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 됨.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쟁점이었던 ‘대북
이면합의’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www.s-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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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