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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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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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4,507

노출기간 : 6일

제5호 태풍 다나스 경로 및 한반도 북상 여부 관심 시작.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항공기 여객선 결황 등 곳곳 통제.
올 여름 다가올 태풍 대응체계 관심 높음.

STI : 3,419

노출기간 : 3일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 선수가 도심 걸거리에서
음란행위하다 경찰에 붙잡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성도착증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 커짐.
공연음란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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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037

노출기간 : 2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사이트 ‘노노재팬’ 사이트 인기.
제작자인 ‘김병규’씨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이춘식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사이트 개설.
‘노노재팬’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위한 원산지 표시 및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됨.

STI : 2,421

노출기간 : 2일

먹방 인기 유튜버 ‘밴쯔’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 6개월 구형.
‘밴쯔’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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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226

노출기간 : 3일

2017년 김준기 전 회장의 여비서로 3년 동안 일했던 30대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함. 김 전 회장 측은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반박,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병 치료 이유로 미국 출국 후 잠적.
이후 또 다른 성범죄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회장 측은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
경찰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의사 밝힘.

STI : 2,153

노출기간 : 2일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 · 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 높음. #제헌절 공휴일 #7월 17일 공휴일

www.s-tree.co.kr

STI : 1,873

노출기간 : 2일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이순신보다
낫다더라’는 댓글을 소개해 여론의 뭇매 맞음.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세월호 한 척’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세월호라 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인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인가”라며
쓴소리를 막말로 치부하지 말라고 주장.

STI : 1,747

노출기간 : 3일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
문화재청은 배 씨가 반환 대가로 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반환 설득과 함께
강제집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회수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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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529

노출기간 : 1일

21일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에서 규모 3.9의 지진 발생.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인 최대 진도 5가 관측.
충북에서도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인 진도 3, 대전과 세종,
전북과 충남에서는 진도 2가 관측.
이번 지진의 규모는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

STI : 1,125

노출기간 : 1일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nternational Champions Cup)은 매년 열리는
클럽 친선 축구 대회.
주로 유럽 팀들이 참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경기가 열리며, 유럽과 북아메리카
팀들이 참여하였던 월드 풋볼 챌린지를 대체하여 2013년 설립.
2019 ICC 대회 중계 일정 관련 관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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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