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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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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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5,809

노출기간 : 4일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으로 이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STI : 3,450

노출기간 : 2일

SBS TV 간판 앵커 김성준(56) 논설위원이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으로 구속됨.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
김성준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됨.
‘SBS 8 뉴스’ 진행하며 여러 사안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서 국민적 충격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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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238

노출기간 : 4일

대법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유승준은 병역기피로 2002년 입국을 금지 당한 후 17년간 유지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입국의 길이 열렸지만 국민적 반응은 싸늘한 상태.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은 청원 6일만에 19만명을 돌파함.

STI : 2,965

노출기간 : 3일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됨.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명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강지환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며, 출연 중인 드라마는 방영이 중단됨.
법원은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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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515

노출기간 : 2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오름(28)이 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30)을 폭행
혐의로 고소.
강남 술집에서 말다툼을 중 양호석이 차오름을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 입힘.
양호석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오름이 먼저 욕을 하고 반말을 한 것을
원인으로 주장, 이에 차오름이 반박하며 두 사람의 폭로전으로 사건이 번짐.

STI : 2,305

노출기간 : 2일

배우 김혜수가 모친의 빚으로 빚투 논란에 휘말림.
김혜수 모친이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혜수 측은 빚에 대한 책임은 8년 전 연락이 끊긴 김혜수의 모친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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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279

노출기간 : 4일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38) 은퇴식을 가짐.
이범호는 프로야구 통산 만루홈런 1위 기록(17개)을 가진 선수.
은퇴식에 인색한 구단인 기아타이거즈가 최초로 비 타이거즈 출신 선수에게
은퇴식을 선물할 만큼 이범호는 인정받는 선수임.
이범호의 25번 등 번호는 3루수 후계자 박찬호에게 물려줌.

STI : 1,936

노출기간 : 5일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됨.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재계는 아쉬워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에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한편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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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598

노출기간 : 2일

서울 내 13개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과 결과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해당됨.
자사고 폐지는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대 목소리와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찬성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한편 신입생 미달, 재정 악화로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신청도 늘어나고 있음.

STI : 1,378

노출기간 : 2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위기 종인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열음(23)에 대한 관심이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됨.
SBS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열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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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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