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1월 5주 (2021.01.25~2021.01.31)

1월 5주 (2021.01.25~2021.01.31)

< STI 순위 >
1. 아이언

2,639
2,418

2. 게임스탑
3. 코로나19

2,154

4. 택배 파업

1,901

5. 박은석 파양 논란

1,820

6. 진달래 학폭 논란

1,768

7. TCS국제학교

1,517
1,460

0

500

1,000

8. 장혜영

1,419

9. 조수진

1,404

10. 북한 원전

1,500

2,000

2,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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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tree.co.kr

STI : 2,639

노출기간 : 2일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아이언 사망.
1월 25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됨.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아이언은 지난해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음. 12월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함.

STI : 2,418

노출기간 : 4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의 주식 폭등.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공매도 전쟁’이 벌어진 것. 1월 22일 투자자들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금액이 시가총액 최대치의 140%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함. 공매도가 과도한 것을 확인 후 개미들이 봉기하여 주식을 사들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로 ‘게임스탑’의 주식 폭등하며 일주일 사이 400% 증가했으며,
1월에만 1,600% 급등함.
www.s-tree.co.kr

STI : 2,154

노출기간 : 4일

TCS국제학교, IEM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지속.
신규 확진자 수는 300~5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음. 한편,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콜키신 주가
급등.

STI : 1,901

노출기간 : 3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된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며 총파업을 철회함. 택배노조는
1월 27일에 21일 발표된 1차 합의안의 ‘분류 작업 택배사 책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놓고 택배사 측과 충돌하며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이에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중재에 나서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냄.

www.s-tree.co.kr

STI : 1,820

노출기간 : 3일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휩싸임.
박은석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반려동물 파양 의혹이 온라인에 제기
됨. 하지만, 소속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며 현재도 지인이 잘 키우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누리꾼 사이에서는 지인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파양’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으며 박은석은 뒤늦게 파양 사실을 인정함.

STI : 1,768

노출기간 : 1일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인 진달래가 학폭 논란에 하차 결정.
1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스트롯2 출연자’의 학폭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옴. 해당 글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진달래를
지목. 소속사는 처음에 이를 부인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
진달래는 SNS를 통해 사과 글을 올리며, ‘미스트롯2’에서도 자진 하차 함.

www.s-tree.co.kr

STI : 1,517

노출기간 : 3일

IM 선교회 소속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학생·교직원 등 109명이 코로나19
확진 받음.
일부 확진자들이 격리시설을 무단 이탈하여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함. 최근
광주에서는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성인오락실’ 감염도 확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STI : 1,460

노출기간 : 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월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공개함. 정의당은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공개하면서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임을 밝힘. 이는 장혜영 의원이 결정한 것. 장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며,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함.
www.s-tree.co.kr

STI : 1,419

노출기간 : 2일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대 표현해 논란.
조수진 의원은 1월 28일 그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표현해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음. 조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
의원을 ‘후궁’으로 비유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함.

STI : 1,404

노출기간 : 3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휩싸임.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야당은 정부가 국내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세워줄 구상을 하고
있었다며 이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 정부는 북한과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문건을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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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