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8월 1주 (2020.08.03~2020.08.09)

8월 1주 (2020.08.03~2020.08.09)

< STI 순위 >
1. 권민아

2,816
2,802

3. 집중호우

2,639

4. 샘오취리

2,579

5. 질산암모늄

1,457
1,363

6. 황정민의 뮤직쇼

1,357

7. 임슬옹 빗길운전
8. UEFA챔피언스리그

1,225

9. 쯔양

1,015

10. 유튜버 뒷광고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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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호정

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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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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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816

노출기간 : 4일

최근 괴롭힘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극단적 시도를
함. 권민아는 개인 SNS에 지민·설현·한성호를 실명으로 저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방관자로 언급된
설현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요구가 나오고 있음. FNC 소속사 대표는
4일 뒤 입장문을 냄.

STI : 2,802

노출기간 : 2일

지난 8월 4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출석해 화제.
류 의원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로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고 밝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짐. 17년 전,
유시민이 ‘빽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장했을 때는 국회의원 선서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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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639

노출기간 : 6일

집중호우로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 발생.
역대 최대 장마로 총 50명이 숨지거나 실종 됨. 이재민도 전국 11개 시도에서
5,971명 발생. 전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 됨.

STI : 2,579

노출기간 : 3일

샘오취리가 의정부고 학생들의 흑인 분장에 ‘불쾌’하다며 공개 저격글을 남겨
논란.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샘오취리가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으며 샘오취리는
경솔했다며 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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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 457

노출기간 : 2일

지난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사상자 수 천 명 발생.
항구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이 6년간 방치되어 벌어진 대규모 폭발 사고.
사고 영향으로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있는 질산암모늄 창고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섬.

STI : 1,369

노출기간 : 2일

‘황정민의 뮤직쇼’ 라디오 생방송 중에 괴한이 곡괭이를 들고 난입하는 사건
벌어짐. 괴한은 “황정민 나와”라고 고함치면서 스튜디오의 대형 유리창을
깼으며, 현행범으로 체포 됨. 괴한은 25년째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청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며 진술.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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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357

노출기간 : 2일

그룹 2AM 출신 임슬옹이 늦은 밤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냄. 빗길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상황을 종합해 과실 비율과 처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

STI : 1,225

노출기간 : 1일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2로 패배하며 8강행 좌절 됨.
유벤투스는 16강 2차전에서 올림피크 리옹을 2-1로 꺾었으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탈락함. 한편, 8강전을 앞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두
명이 나와 UEFA 챔피언스리그는 초비상 사태를 맞음. 아틀레티코는 UEFA와
협의해 새 일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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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015

노출기간 : 3일

구독자 260만명의 스타 유튜버 쯔양이 뒷광고 논란의 여파로 은퇴를 선언.
그는 뒷광고 논란에 대한 해명 방송을 통해 방송 초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하지만, 뒷광고를 계속 했다는 의혹, 탈세,
사기꾼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댓글 문화에 지쳐 은퇴를 하겠다고 밝힘.

STI : 864

노출기간 : 6일

참PD와 홍사운드가 폭로한 유튜버 뒷광고의 실태가 유튜브 세계를 뒤흔들고 있음.
뒷광고란, 광고주의 돈을 받고 촬영한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영상을 의미하며 참PD가 처음 언급함. 양팡, 문복희, 보겸, 도티,
이말년 등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줄줄이 사과 및 해명을 하고 있으며, 해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고 있음. 유튜버 쯔양과 홍사운드는 은퇴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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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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