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8월 4주 (2019.08.19~2019.08.25)

8월 4주 (2019.08.19~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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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논란 (법무장관 후보, 의혹 )
2. 지소미아 종료
3.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
4.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
5. BJ 양팡 (열생팬 투신 시도)
6. 변상욱 ( 수꼴 )
7. BJ 감스트 복귀 (성희롱, 징계)
8. 처서 뜻

1,977

9. 코레일 열차 예매 ( 추석 )

1,750
1,397

10. 리틀야구월드시리즈

*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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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7,516

노출기간 : 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뜨거운 공방 중.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을 우회상장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리려 한 의혹, 딸 부정 의혹(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외) 등 법무장관 수행 적합성 논쟁.

STI : 3,975

노출기간 : 5일

‘지소미아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하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 정부가 종료 선언.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태도, 국민의자존심 등을 이유로 말하고 있으며,
당분간 양국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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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574

노출기간 : 4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vs뉴캐슬 경기는 토트넘 홋스퍼의 홈 경기장에서 열림.
토트넘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의 안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며, 토트넘 뉴캐슬전 예상 라인업 관심.
토트넘은 요리스, 로즈, 산체스, 알더웨이럴트, 워커-피터스, 은돔벨레, 윙크스,
손흥민, 에릭센, 시소코, 케인 선발 예상 및 뉴캐슬의 기성용 선발에서 제외.

STI : 3,271

노출기간 : 5일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3일 검찰 송치.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 가해자 ‘장대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확률 낮으며, 분노조절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 이어 올해 신상공개 4번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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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946

노출기간 : 3일

‘양팡’은 가족 일상, 아이돌 댄스 커버, 뷰티, 먹방 등 다루는 아프리카 BJ.
최근 남성 팬 A는 양팡에게 3000만원 상당의 아프리카TV 별풍선을 후원,
이후 식사 자리를 제안, 양팡이 거절하자 극단적인 시도.
다행이 생명에 지장없으며, 양팡은 1년 가까이 응원해준 팬을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별풍선 직접 환불 처리.

STI : 2,677

노출기간 : 1일

변상욱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에게 '수꼴'(수구
꼴통)이라 비하성 발언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함.
앞서 변 앵커는 트위터에 조 후보자 비판 촛불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청년단체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의 백경훈 대표를 겨냥,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라고 썼다가
큰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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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308

노출기간 : 2일

8월 6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 일으킨 유튜버·BJ 감스트(29,김인직)가 자숙
2개월여 만에 개인 방송 재개.
논란 전과 비교해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끔.
6월 아프리카TV '나락즈'(BJ 감스트, NS남순, 외질혜 세 사람이 결성한 크루)
생방송 ‘당연하지’ 도중 특정 여성 BJ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해 논란됨.
아프리카TV는 세 사람에게 서비스 이용 정지 3일 징계 처분.

STI : 1,977

노출기간 : 2일

24절기 중 14번째,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각으로
양력 8월 23일 경.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
처서 이후 더위가 많이 꺾이면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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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750

노출기간 : 3일

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총 85만석 판매 '역대 최다’.
예매 비율은 온라인이 79만석으로 93.3%, 역 예매가 6만석 6.7%로
온라인 예매에 대부분의 예약이 몰렸고 역 예매(오프라인 판매) 비율은 올해 설
보다도 낮은 수치 기록.

STI : 1,397

노출기간 : 7일

한국 리틀 야구 대표팀 일본에 패.
대전·세종·충남 선발 선수로 구성한 한국 대표팀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폿에서 열린 제73회 이틀야구 월드시리즈
인터내셔널 준결승에서 일본에 2-7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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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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