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11월 2주 (2020.11.09~2020.11.15)

11월 2주 (2020.11.09~2020.11.15)

< STI 순위 >
1. 화이자

4,073

2. 축구국가대표평가전

2,975

3. 고영욱

2,652

4. 코로나19

2,335

5. 주가

1,532

6. 부산덕천지하상가

1,271

7. 윤석열

1,070

8. 조현우

954

0

500

889

9. 윤병호

852

10. 이집트U-23친선대회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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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4,073

노출기간 : 3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예방률이 90%인 백신 개발.
백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긴급사용승인 신청 준비 중. 모더나도 94.5%
예방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 빠르면 연내 1,000만명 분 미국 내 공급 계획.
정부도 이 업체들과 백신 구매 협상 중임을 밝힘.

STI : 2,975

노출기간 : 5일

11/15, 11/17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가 펼쳐짐.
하지만, 평가전 전날 대표팀 선수 6명과 스태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면서 비상이 걸림. 대표팀은 멕시코와의 경기는 2:3으로 패배,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는 2:1로 승리함.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명까지 총 8명의 대표팀
확진 인원은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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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652

노출기간 : 3일

11월 12일,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전과자인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개설하여 논란.
개설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에 따라 그의 계정을 차단함. 정준영과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차단 됨.

STI : 2,335

노출기간 : 7일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중.
11월 17일, 확진자 수는 81일만에 다시 300명이 넘음.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부터 1.5단계로 조정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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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532

노출기간 : 6일

모더나, 화이자의 임상 3상 결과 공개로 관련 주가 급등.
화이자 주가는 8% 가량 상승했으며, 다우지수, S&P 500 모두 폭등. 또한,
백신 수송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항공사들 주가도
급등했으며, 여행·호텔주가도 증가.

STI : 1,271

노출기간 : 2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 폭행영상이 논란이 됨.
남녀가 서로 폭행을 하고,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마구 폭행하는
영상으로 데이트 폭력의 현장이었음. 당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 여성은 완강히 신고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뜸. 폭행한
남자는 자진출석 해 조사를 받음.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툰 것이라고 진술 함.
www.s-tree.co.kr

STI : 1,070

노출기간 : 2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함. 영장은 기각 됨.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 미술 전시회를 열면서 중앙지검장이었던 남편을 이용해
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STI : 954

노출기간 : 2일

축구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 코로나 확진 판정.
오스트리아 해외 원정을 떠나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음. 조현우와 함께
권창훈, 이동준, 황인범, 김문환, 나상호 선수도 확진 판정을 받음. 정부는 에어
앰뷸런스를 투입하여 이들을 귀국 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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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889

노출기간 : 1일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고등래퍼, 쇼미더머니 출신, 윤병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약물 중독을 고백하며 경찰에 자수함.
인스타그램에 윤병호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장문의 글과 함께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 검사 키트 사진이 올라옴. 글에서 그는 중학교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졌으며 경찰에 그간의 모든 기록을 자백했다고 밝힘. 하지만 위 내용이
윤병호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올라와 진위 여부 논란 일고 있음.

STI : 852

노출기간 : 3일

한국 남자 U-23 축구 대표팀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집트 U-23 친선대회에
참가함. 이집트, 브라질과 경기를 치룸. 이집트와는 무승부, 브라질에는 패배를
기록함.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선수단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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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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