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8월 2주 (2020.08.10~2020.08.16)

8월 2주 (2020.08.10~2020.08.16)

< STI 순위 >
1. 코로나19

4,307

2. 태풍

3,219

3. UEFA챔피언스리그

2,530

4. 기안84 여혐논란

1,738

5. 우리제일교회

1,637

6. 노르웨이 기상청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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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러시아 백신개발

1,249

8. 사랑제일교회

1,237

9. 택배 없는 날

1,189

10. 낮과 밤 하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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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www.s-tree.co.kr

STI : 4,307

노출기간 : 7일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확산 중.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부터 계속 세자리 수 기록 중. 19일 신규확진자는
288명.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 급증. 확진자가 발생한 CBS 방송사는 셧다운 됨.
모든 산업계 초비상.

STI : 3,219

노출기간 : 1일

지난 8월 10일,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림.
‘장미’가 지나간 후에도 장마 영향으로 비 소식은 계속 됨. 올해 장마는 8월
16일에 종료되면서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 됨. 태풍 ‘장미’ 이후
6호 태풍 ‘메킬라’가 발생했으나, 한반도에 영향은 적었으며 7호 태풍
‘히고스’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됨.

www.s-tree.co.kr

STI : 2,530

노출기간 : 3일

리옹이 맨시티에 3-1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으나 뮌헨에게 패배.
뮌헨이 3-0으로 완승을 거두고 결승 진출. 결승전은 뮌헨과 파리
셍제르맹(PSG)의 대결이 될 예정. 파리 셍제르맹은 창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결승전은 24일에 열릴 예정.

STI : 1,738

노출기간 : 2일

웹툰작가 기안84가 여혐논란에 휩싸임.
연재 중인 웹툰 ‘복학왕’에서 능력이 부족한 여자 인턴이 상사와 성관계 후
직원으로 채용되는 듯한 내용이 그려짐. 기안84가 내용을 수정하고
네이버웹툰도 사과함. 하지만, 전부터 지속된 기안84의 논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네이버 유저 1천여명이 연재 중단을 요청함. 출연 중인 예능
‘나혼자 산다’에서도 하차 요구 빗발침.
www.s-tree.co.kr

STI : 1,637

노출기간 : 2일

경기 용인 소재 우리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 발생.
19일 기준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57명.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STI : 1,527

노출기간 : 2일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 날씨를 확인하는
‘기상망명족’이 증가 중.
기상청의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 8월초 장마 종료 예상 등이 줄줄이
빗나가면서 해외에서 날씨를 확인하는 추세 증가. 노르웨이 기상청의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

www.s-tree.co.kr

STI : 1,264

노출기간 : 2일

러시아 정부가 8월 11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을 세계
최초로 승인함.
하지만, 졸속 통과와 안정성 논란이 제기 됨. 1, 2상 임상 시험 인원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3상 임상은 건너뛴 상황. 러시아는 ‘선 등록 후 임상 3상
시험’을 택함. 안정성의 우려 속에서도 선진국의 대량 입도 선매에 백신 확보가
절실한 개발 도상국들은 앞다투어 러시아산 백신을 환영하고 있음.

STI : 1,249

노출기간 : 4일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이 불안에 휩싸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1,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 전광훈 담임 목사도 감염 됨.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집단 발생
위기가 신천지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며 각별한 주의 당부. 확산세가 더
빠르고 확진자의 고령자 비율도 신천지보다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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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237

노출기간 : 3일

지난 8월 14일, 국내 택배 산업 사상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 시행 됨.
휴일에도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하루 정도는 편히 쉬게 해주자는 취지로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시행 함.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우체국이 참여함.

STI : 1,189

노출기간 : 2일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의 폭로로 ‘방관자’ 논란에 휩싸인 설현에게 드라마 ‘낮과
밤’ 하차 요구가 쏟아짐.
하지만, ‘낮과 밤’은 현재 촬영이 꽤 진행 되어 갑작스러운 하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으며 촬영은 일정대로 진행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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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