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봄마루

12월 3주 (2019.12.16~2019.12.22)

12월 3주 (2019.12.16~2019.12.22)

< STI 순위 >
1. EAFFE-1챔피언십

7,886

2. 가로세로연구소

4,281

3. UFC 부산

3,969
3,886

4. 도널드트럼프

3,878

5. 이세돌 은퇴
6. 최윤희

2,697

7. 김광현

2,389

8. 정세균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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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윤지혜 폭로

1,974

10. 프리미어리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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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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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 : 특정 이슈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시간(분)을 지수화 하였으며, 이슈의 화제성 정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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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7,886

노출기간 : 4일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전에서 승리,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3연패 달성함.
황인범의 결승 골이 1:0 승리를 가져옴. 한국은 2015년, 2017년 대회에 이어
3연패 뿐만 아니라 통산 5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최대 우승국을 기록함.

STI : 4,281

노출기간 : 3일

김건모의 성추문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 국민MC 유재석과 김태호 PD에
대한 의혹 제기하며 또다시 논란. ‘무한도전’ 출연 연예인의 성추문 의혹,
유재석 주가 조작 의혹, 김태호 PD의 세금포탈 의혹 등을 제기함.
선정적인 추측성 의혹을 잇달아 이슈화하는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방송을
정지해달라는 다수 국민 청원 올라옴.

www.s-tree.co.kr

STI : 3,969

노출기간 : 3일

부산에서 UFC ‘Fight Night BUSAN’ 열림. 라이트헤비급에서 정다운은
마이크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엄청난 KO승 거둠. 최승우는 언더카드
헤더급에서 UFC 첫승을 신고. ‘코리안좀비’ 정찬성은 에드가를 압도하며 TKO
승리를 거둠.

STI : 3,886

노출기간 : 2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됨.
탄핵 소추안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것으로 민주당이 주도함. 이로써
대선을 1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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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3,878

노출기간 : 5일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토종 AI ‘한돌’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4년간의
프로기사 생활을 마감함. 이세돌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어서 오늘도 정말 행복하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해서 기쁘다”고 밝힘.
AI와의 경기에서는 2:1로 AI가 승리함.

STI : 2,697

노출기간 : 2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가 임명 됨.
최윤희는 한국 수영 역사에서 아시안게임 5관왕 기록 보유자로 박태환 선수
이전에 큰 획을 그은 선수.
최윤희 2차관은 보은성 인사 논란이 있고, 최우선 과제로 스포츠계 미투와
성폭력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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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389

노출기간 : 2일

SK 와이번스의 왼손 투수 김광현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함.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간 800만달러 계약에 합의, 매년 150만달러의
인센티브가 포함 됨. 김광현은 내년 2월 스프링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됨.

STI : 2,202

노출기간 : 3일

20대 국회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내정 됨.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데 대해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의 진통이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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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 2,000

노출기간 : 2일

배우 윤지혜가 영화 ‘호흡’ 촬영 현장의 부조리함을 폭로함.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의 도로 촬영, 지하철에서 도둑촬영 등 비정상적인
구조로 촬영이 진행 되었다고 밝힘.
영화 마케팅에 활용된 사진은 극과 무관한 사진임에도 촬영장의 밝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진으로 활용 되었다고 함. 윤지혜는 해당 영화를 ‘불행 포르노’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KAFA는 진상 조사에 나섬.

STI : 1,974

노출기간 : 2일

손흥민이 2019년 최고의 축구 선수 19위에 랭크 되며, 지난해보다 59위 상승.
토트넘 11월의 선수상을 받았고 3개월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함.
하지만 12월 23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골 다툼 도중 상대 선수를 발로 차 퇴장
당하고, 3경기 출전 정지를 당함.
한편 리버풀은 공식 홈페이지에 욱일기를 게재해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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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봄마루의 ‘에스트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 및 이슈 모니터링
- 인물 및 브랜드 평판 관리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키워드 발굴
- 캠페인 전후 분석 및 리포트
-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분석 및 발굴

- www.s-tree.co.kr, support@s-tree.co.kr
- TEL. 02-586-111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4 동국빌딩 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