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2월 3주 (2021.02.15~2021.02.21)

2월 3주 (2021.02.15~2021.02.21)

< STI 순위 >
1. 주가

3,052
2,417

2. 조병규
3. 김경희

1,720

4. UEFA챔피언스리그

1,510
1,368

5. HLB 논란

1,362

6. 백기완

1,327

7. 차웅기

1,312

8. 신현수
9. 이항홀딩스

1,299

10. 화재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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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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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052

노출기간 : 6일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으로 관련주 급등.
물류 업체와 골판지 업체도 상한가 기록.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평가 될 것으로
점쳐지며 최고가 경신. 문 대통령이 방문한 백신 주사기 생산 업체 풍림파마텍
관련주도 급등.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 폭등 거듭 중.

STI : 2,417

노출기간 : 3일

배우 조병규 학폭 논란 터짐.
뉴질랜드에서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 조병규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등장하여 논란
지속 중. 배구선수 학폭 논란 이후 조병규를 비롯하여 수진, 김동희, 길, 박혜수
등 연예인 학폭 미투가 쏟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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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720

노출기간 : 2일

배구선수 이다영·이재영의 어머니이자 배구선수 출신인 김경희, ‘장한 어버이상’
수상 취소됨. 대한배구협회는 2월 15일, 작년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한 이 상을 취소함. 한편 김경희 또한 선수 시절 집단 체벌 논란에 휩싸임.

STI : 1,510

노출기간 : 3일

2월 17일, 황희찬이 출전한 라이프치히가 리버풀에 패배.
하지만, 2월 22일에 황희찬이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는 승리 획득. 맨시티는 1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토트넘은 2연패를 기록 중.

www.s-tree.co.kr

STI : 1,368

노출기간 : 2일

국내 바이오 기업 HLB가 임상 결과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음.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 진양곤
회장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사실을 밝히고, 조사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소명. 회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지만 이번 의혹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였던 HLB는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으며 주가도 폭락함.

STI : 1,362

노출기간 : 2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별세.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된 시 ‘묏비나리’를 지었으며,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인 백기완은 노나메기(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되,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세상) 세상을 꿈꾼 사람이었음. 2월 19일 영결식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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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327

노출기간 : 3일

‘개념돌’로 주목받은 아이돌 차웅기, 학폭 논란.
그룹 TOO의 멤버 차웅기는 대학 단톡방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술파티’를
벌이는 대학 동기들에게 일침을 날려 ‘개념돌’로 알려짐. 하지만 하루만에 학폭
논란이 터짐. 차웅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STI : 1,312

노출기간 : 3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신 수석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 하지만, 휴가 후 2월 22일에 복귀한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의를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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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299

노출기간 : 2일

중국 드론 업체 이항홀딩스, 가짜 계약 논란으로 주가 폭락.
이항홀딩스는 자율주행 드론 택시로 유명한 중국의 드론 업체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음. 가짜 계약으로 주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의 미국 공매도 투자자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 폭락함.

STI : 1,213

노출기간 : 4일

전국 곳곳에서 화재 발생.
수원역 AK플라자 야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0분 만에 완진. 강원도 양양
창고에서 화재 발생하여 산불로 번져 6시간만에 진화됨.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 불에 탐.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 소방청은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에 화재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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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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