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7월 1주 (2019.07.01~2019.07.07)

7월 1주 (2019.07.01~2019.07.07)

< STI 순위 >
1. BJ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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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제품불매운동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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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5

3. 폭스테리어 -----------------------------

3,853

4.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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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5

5. 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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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1

6. 이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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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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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6

8.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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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9. 건물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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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10.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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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7. 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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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tree.co.kr

STI : 6,981

노출기간 : 2일

아프리카TV BJ열매가 그룹 버뮤다 멤버 우창범에 대한 2차 폭로 예고.
BJ열매는 ‘우창범이 정준영, 이종현 등이 속한 단톡방에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를 주장하며 화제, 우창범이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말이 BJ열매에게 보낸
게 와전된거라고 해명.
또한 폭로 전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의 전 연애사까지
공개되며 여러 인물로 논란 확산.

STI : 4,135

노출기간 : 5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SNS를 넘어 대학생·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제품 판매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양새 .

www.s-tree.co.kr

STI : 3,853

노출기간 : 4일

폭스테리어 종의 개가 35개월 된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함.
반려견 행동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를
안락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 조성.

STI : 3,025

노출기간 : 5일

흥행과 함께 변칙 개봉에 한국시장 만만하게 보는 직배사의 횡포라 반발.
국내 영화계가 ＇반칙 개봉＇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적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외국 직배사의 횡포성 배급에 대해 경고.
‘스파이더맨 : 파 프롬 홈’ 부정적 이슈에도 352만 관객 돌파하며 압도적인
흥행 예상.
www.s-tree.co.kr

STI : 2,881

노출기간 : 4일

(소프트뱅크는 정보혁명의 흐름을 따라 주력 사업을 바꿔가며 성장한 IT기업)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회장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가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한국의 미래는 AI에 있다’는 발언에 따라 손 회장의
투자 전략과 어떤 AI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업계 이목 집중.

STI : 1,832

노출기간 : 2일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 논란.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고,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 잘못에 무게를 두며, 이열음의 처벌과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음.
www.s-tree.co.kr

STI : 1,826

노출기간 : 3일

한미약품이 얀센에 1조원대 기술 이전한 당뇨·비만 치료제 HM12525A의
권리 반환.
얀센이 당뇨·비만 이중 작용 치료제를 한미약품에 권리 반환하면서,
한미약품이 2010년 이후 기술 수출한 11건 중 2016년 9월
올무티닙(베링거인겔하임), 2016년 12월 랩스인슐린115(사노피), 2019년
1월 BTK억제제(릴리)에 이어 4건이 반환됨.

STI : 1,700

노출기간 : 2일

아내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 긴급 체포.
한국 뿐 아니라 베트남에도 해당 영상이 알려지며, 두 나라 국민 모두 분노.
성범죄,폭력 등 강력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부분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어서 사회적/신체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강화의 필요성 높아짐.
한국 국민도 국제 결혼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남편 강력 처벌 수위 언급.

www.s-tree.co.kr

STI : 1,689

노출기간 : 2일

잠원동 신사역 근처에서 철거중이던 건물 붕괴.
건물 구조물 잔해에 깔려 차 안에 4시간 가량 갇혀 있다 구조된 예비신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짐.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 소환 조사중.

STI : 918

노출기간 : 2일

류현진 10승 드디어 달성한 MLB 코리안 빅리거.
LA다저스 류현진 선수는 5번째 도전 만에 시즌 10승과 개인통산 50승 동시 달성.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후반기 20승 도전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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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