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2월 1주 (2021.02.01~2021.02.07)

2월 1주 (2021.02.01~2021.02.07)

< STI 순위 >
1. 진달래

4,229
1,701

2. 미얀마 쿠데타
3. 에이프릴어학원

1,483
1,283

4. 윤정희

1,276

5. BJ메텔 사망

1,269

6. 조두팔

1,242

7.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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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www.s-tree.co.kr

STI : 4,229

노출기간 : 3일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인 가수 진달래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하차.
진달래는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함. 하지만 ‘미스트롯2’ 방송에서
오열하며 하차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 되며, 가해자 미화 논란 터짐. 한편,
‘싱어게인’에 출연 중인 가수 요아리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STI : 1,701

노출기간 : 2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발생.
미얀마 군부는 11월 총선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짐. 미얀마 국영방송은 송출이 중단되었으며,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여사 강제 구금됨. 미얀마 양곤에서는 2월 6일부터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운집 규모는 10만명으로 2007년 이후 최대라고 함.

www.s-tree.co.kr

STI : 1,483

노출기간 : 2일

에이프릴어학원의 한 강사가 배달원에게 막말을 하여 논란.
에이프릴어학원 동작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배달원에게 “할 수 있는 게
배달 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겠지.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그런 일 하겠냐”라고 막말을 한 녹취록이 온라인에 퍼져 공분을 삼.
라이더유니온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배달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

STI : 1,283

노출기간 : 1일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투병중인 아내 윤정희를 프랑스 파리에 방치했다는 의혹
제기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츠하이머와 당뇨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가 프랑스 외곽 아파트에 방치된 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옴. 백건우 측과 지인들은 허위 주장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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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276

노출기간 : 2일

아프리카TV BJ 메텔 사망.
BJ메텔은 바디케어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함.
그는 평소 성희롱성 댓글로 인해 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짐. 개인 스트리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음.

STI : 1,269

노출기간 : 2일

유튜버 조두팔이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임.
메이크업 영상 및 먹방 영상들로 인기를 끈 유튜버. 그는 자신의 안스타그램에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암시된 글을 올림. 하지만
조두팔은 하루만에 오해였다고 해명하며 입장을 번복함. 최근 BJ 단팽이와
감스트의 스토커 피해, 조두팔의 데이트 폭력, 성희롱성 댓글 등 개인
스트리머들을 향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 공식화의 목소리 나오고 있음.
www.s-tree.co.kr

STI : 1,242

노출기간 : 2일

아역배우 출신 승마 선수가 전 여친에게 몰카 동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됨. 그는 이미 헤어진 연인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한달동안 집요하게 괴롭혔고 헤어진 연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함. 현재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

STI : 1,081

노출기간 :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바티칸 킹덤’에 대해 다룸.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으며, 함께 마약을 했던 지인
남씨가 ‘바티칸 킹덤’ 조직원이었다고 알려짐. 하지만 남씨 지인들은 의문을 제기.
방송에서 공개된 마약 공급 총책인 ‘바티칸’은 건달 보스 아버지를 둔 20대 청년 이
모 씨로 지목됨. 남씨는 집행유예 2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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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998

노출기간 : 3일

맨체스터 시티가 2월 8일 리버풀을 완파하고 컵대회 포함 14연승을 달림.
이는 1992-93 시즌 이후 잉글랜드프로축구1부리그 팀이 거둔 공식 대회 최다
연승. 토트넘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나마 2월 7일 열린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여 3연패 탈출.

STI : 974

노출기간 :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됨.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임 판사가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하여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사법 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미.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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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