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5월 2주 (2019.05.06~2019.05.12)

5월 2주 (2019.05.06~2019.05.12)

< STI 순위 >
1. UEFA챔피언스리그(축구)

2. 3기신도시 확정

----------------

19,641

----- ------------------

14,632

3. 송현정기자 인터뷰 논란

-------------------

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6,617

----------------

5,956

5.한선교 욕설 파문

-----------------------

5,001

6. 나경원 달창 발언

-----------------------

3,877

-------------------------

2,559

---------------------

1,509

-------------------------

1,505

7. 최종훈 구속

8. 승리 구속영장 신청
9. 미중무역협상

10. 에어서울 영원특가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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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tree.co.kr

#2

STI : 19,641

노출기간 : 7일

토트넘홋스퍼FC, 리버풀FC 결승 진출.
루카스 모우라의 해트트릭으로 토트넘 홋스퍼FC는 결승 진출.
오는 6월 2일 결승전 예정.

STI : 14,632

노출기간 : 7일

3기 신도시 확정.
고양 창릉동, 부천 대장동 등 11만 가구 신도시 지정.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선정되면서 2기 신도시(인천 검단, 김포 한강)

주민들의 우려가 나타남.

www.s-tree.co.kr

STI : 6,617

노출기간 : 4일

송현정 KBS기자의 대통령 인터뷰 태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단독 인터뷰 진행.
대통령의 말을 끊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독재자’라는 표현에 대한 느낌을
묻는 등의 태도가 문제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침.

STI : 5,956

노출기간 : 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경선에서 이인영, 김태년 후보가 결선에 올라, 이인영 의원 당선.
신임 원내대표의 1차 과제는 국회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임.

www.s-tree.co.kr

STI : 5,001

노출기간 : 4일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욕설 파문.
당 사무처 노조는 한 총장이 국회에서 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고 참석자를 쫓아냈다고 밝힘.
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함.

STI : 3,877

노출기간 :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연설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
이라고 지칭하여 논란이 됨.
달창이란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사과함.

www.s-tree.co.kr

STI : 2,559

노출기간 : 3일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 리조트 여행과 대구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음.

STI : 1,509

노출기간 : 3일

경찰,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에게 구속영장 신청.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4가지)임.
검찰은 신청을 받아들여 9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심사는 14일 이뤄질 예정.

www.s-tree.co.kr

STI : 1,505

노출기간 : 3일

지난 9~10일 미국에서 벌어진 미중무역협상 결렬됨.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
협상 결렬의 큰 원인. 중국은 관세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무역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

STI : 1,042

노출기간 : 1일

지난 8일, 에어서울이 취항하고 있는 일본 10개 노선에 대해 ‘0원 특가’를 진행.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만 내고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이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이 몰려 홈페이지 마비됨.

www.s-tree.co.kr

감사합니다.
봄마루의 ‘에스트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 이슈 모니터링 및 리포트
- 인물 및 브랜드 평판 관리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키워드 발굴
- 캠페인 전후 분석 및 리포트

- www.s-tree.co.kr, support@s-tree.co.kr

- TEL. 02-586-111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4 동국빌딩 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