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12월 4주 (2020.12.21~2020.12.27)

12월 4주 (2020.12.21~2020.12.27)

< STI 순위 >
1. 코로나19

3,689
2,157

2. 수능 성적 발표

2,112

3. 정일훈 마약
4. 정경심 선고

1,936

5. 카라바오컵

1,196
1,134

6. 애동지

1,125

7. 이승환
8. 배성우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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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석열 징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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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봉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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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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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689

노출기간 : 7일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확진자 수가 1,000명 대 기록 중.
12월 24일에는 확진자가 1,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정부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함. 수도권은 의무사항으로
12월 23일부터, 비수도권은 권고사항으로 12월 24일부터 적용 됨.

STI : 2,157

노출기간 : 2일

지난 12월 22일, 2021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
국어영역과 수학 가형이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작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남.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2만 1천여명으로 수능이 실시된
이래 가장 적었음. 수능 만점자는 6명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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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112

노출기간 : 2일

비투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됨.
경찰 조사 결과, 4~5년 전부터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이 포착 되었으며
정일훈은 이를 인정함. 지난 5월 입대한 정일훈은 도피성 입대 의혹도 받고
있음. 소속사를 통해 정일훈은 대중들에게 사과함.

STI : 1,936

노출기간 :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받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을 선고 받음. 판결을 두고 합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은 4일만에 40만명을 넘김. 정경심 측은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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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196

노출기간 : 3일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축구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 홋스퍼 4강
진출.
토트넘 홋스퍼는 스토크 시티를 상대로 8강전에서 3대 1로 승리. 한편, 이날
손흥민은 100호 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취소 됨. 카라바오 컵
결승전은 코로나로 인해 4월로 경기가 연기 됨.

STI : 1,134

노출기간 : 1일

지난 12월 21일은 동짓날이었음.
음력으로 11월 7일, 11월 초순에 해당하여 ‘애동지’였음. 애동지 때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팥죽대신 시루떡을 먹는 풍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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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125

노출기간 : 2일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 복귀 소식을 비판.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세상이 모두 너희
발밑이지?#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글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짐. 논란이 커진 후 12월 25일에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74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을 올리며, “우리는
꺾이지 아니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려 화제 됨.

STI : 1,045

노출기간 : 2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성우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됨.
음주운전 혐의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성우의 대체 배우로는
정우성이 결정 되어 촬영이 시작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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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948

노출기간 : 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
판단의 이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함. 윤
총장은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힘.

STI : 905

노출기간 : 3일

부친의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던 국민의 힘 전봉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함.
중견 건설사 오너인 부친이 전봉민 의원에게 사업체를 차려주고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음. 또한 해당 의혹을 취재하려는 MBC
기자를 전 의원 부친이 돈 3,000만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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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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