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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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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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5,490

노출기간 : 5일

11월 4일, 에버튼 경기 중 손흥민의 백태클로 안드레 고메스 발목 골절 당함.
손흥민은 퇴장 당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서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가, 손흥민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징계 철회.
손흥민은 이후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중 골 터트림. 골을
넣은 후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여 고메즈의 쾌유를 비는 세레머니로 찬사를 받음.

STI : 3,782

노출기간 : 2일

권혁수와 함께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구도쉘리가 상의 탈의하고 ‘브라톱
먹방’으로 논란. 권혁수는 사전 상의 없던 것이라 해명한 것에 반해 구도쉘리는
권혁수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힘.
구도쉘리는 3일 인터뷰를 통해 권혁수의 요구와 함께 사과 방송 지시 등의
정황을 밝혔으며 권혁수는 4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도쉘리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힘. 현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
www.s-tree.co.kr

STI : 3,094

노출기간 : 2일

Mnet‘프로듀스 48’의 조작 혐의로 걸그룹 아이즈원 후폭풍을 맞음.
일부 팬들은 해체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 출연 금지 국민 청원도 등장.
아이즈원 출연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출연분이 통편집 됨.
아이즈원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아이즈 온 미’ 개봉 연기, 첫 정규 앨범
발매도 미루어 짐.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 나옴.

STI : 2,877

노출기간 : 3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한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삼.
재판부는 전 씨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에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스스로 포기하고
있고,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함.
5·18당시에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리는 재판을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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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608

노출기간 : 3일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한남동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 피의자로 입건 됨.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음.
정국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현재 정국의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음.

STI : 2,276

노출기간 : 3일

지난 5일 Mnet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 제작진 2명이 구속 됨.
안 PD는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의 순위 조작 혐의 인정함.
경찰은 안 PD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들로 부터 한 번에 수백만 원씩
40차례 이상 총 1억여 원의 유흥업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 출신 아이돌 그룹 이미지 타격 심각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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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136

노출기간 : 5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최하는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 대상 야구
대항전인 ‘프리미어12’의 슈퍼라운드 시작됨.
한국은 슈퍼라운드에 진출하여 총 4번의 경기를 치르며, 현재 미국과 호주를
꺽고 대만에 패하며 2승1패 상황.
2015년에 우승을 했던 한국은 남은 멕시코와 일본 경기에 따라 결과가 정해짐

STI : 1,881

노출기간 : 2일

11월 8일은 절기 상 입동이었음.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음.
강원도 철원은 영하 8도를 기록, 파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 기록.
수능일에는 전국이 영하로 떨어지는 수능 한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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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1,357

노출기간 : 3일

넥슨의 초대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V4’가 지난 7일에
출시되어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 2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기록.
하루 매출 20억을 기록하는 리니지M 때문에 구글스토어 2위는
‘사실상1위’라고 할 수 있음.
27일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출시 예정, ‘V4’가 ‘리니지’를 꺾을지 귀추 주목됨.

STI : 1,222

노출기간 : 3일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공개되며, 형평성 논란에 휩싸임.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등 서울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으며,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빠짐.
적용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2.2%에 불과함.
국토부는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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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