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함께 가야할 <북한> vs 상종 못 할 <북한> 

3 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4 경제면(한경오) : <인터넷은행> 등 혁신경제 동향.

5 경제면(조중동) : 주요 <미국>경제 이슈.

6 정치면(한경오) : 다독이며 함께 가야 할 <북한>

7 정치면(조중동) :  불량국가 <북한>, 비선실세 <양정철>?

8 사회면(한경오) : 우리사회의 <논란>거리 <조선일보>

9 사회면(조중동) : 나쁜 <경찰>, <성추행>, <성접대>...

10 문화면(한경오) : <봉준호>의 <기생충>, <황금종려상>

11 문화면(조중동) : <봉준호>의 <기생충>, <황금종려상>

동반자 vs 불량국가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27 오후 9:17 기준

칸영화제에서 <봉준호>감독이 귀국했지만, 
늘 그렇듯 <북한>이 주요 키워드였던 2019년 5월 27일 오후,
경향, 동아, 오마이, 조선, 중앙, 한겨레의 메인뉴스를 살펴봅니다. 
(※ 각 언론사 사이트 첫 페이지 기준)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동아, 오마이, 조선, 중앙,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린 뉴스의 타이틀 워드 클라우드.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
언론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http://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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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 조중동 : 함께 가야할 <북한> vs 상종 못 할 <북한>

2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린 뉴
스의 워드 클라우드.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동아, 조선, 중앙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린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경향, 오마이, 한겨레의 첫 페이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이슈가 많았고, 한쪽에서는 <강효상>, 다른 쪽에서는 <양정철>이 눈에 띕니다.

http://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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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3

단골 소재이며 동아에서 많이 다룬 <북한>이 전체 빈도 1

위입니다.

중앙과 동아에서 <문재인>많이 다뤄 2위를 차지했고, 동아

에서 북한과 더불어 많이 다룬 <한국>이 3위입니다. 중앙

에서 많이 다룬 <미국>이 뒤이어 4위입니다. <대통령>의

인기도 여전하여 5위입니다.

칸영화제에서 수상한 <봉준호>가 6위입니다.

중립적 단어인 <논란>은 한겨레에서 제목에 많이 달아 7위

입니다.

조선의 압도적 응원(?)을 받은 <양정철>이 8위입니다.

중립적 단어인 <이유>가 9위, 북한, 중국 등과 연관검색어

인 <트럼프>가 10위입니다.

http://saesayon.org/


동반자 vs 불량국가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27 오후 |

경제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4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br> 경향

[속보]토스·키움, 인터넷은행 진입 문턱서 좌절···최종구 “당혹스럽

다”

‘18금’ 액상 전자담배 맞대결

‘수소 사회 전환’ 정부 비전에 ‘정의선의 현대차’ 화답

“키움·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설립 불허”

KT&G,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 출시···‘쥴’과 경쟁 예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 20배로 늘릴 것"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에어컨 점검·수리 114 문의 작년보다 30% 증가

자동차에 뇌공학 접목…현대차 ‘이종융합’ 나선다

현대차 “지문으로 차 문 열고 시동 건다”

오마이

생산량 12% 이상 증가... 양파 또 과잉생산 대책 부심

한겨레

‘전자담배계 아이폰’ 쥴 매진행진…청소년 유해성·과세형평 논란

‘제3 인터넷은행 무산’ 금융당국 정책실패 논란

KT, 딜카와 손잡고 카셰어링 서비스 본격 진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수리·대여·재활용 서비스도”

같은 차선에서 급추월 사고…끼어든 차 100% 과실

군산 등 5개 노후 산업 단지에 국비, 규제 특례 지원

미국 베스트바이 “출시일 안 알려줘…삼성 갤럭시폴드 예약 취소”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

총수에게 불리한 내부진술들 ‘관리의 삼성’서 쏟아지는 이유

경제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경제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인터넷은행> 등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뤄준 편입니다.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1724001&code=9203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2221015&code=9204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2120600015&code=920508&med_id=kha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2112025&code=92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1142001&code=9203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821011&code=9205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420001&code=92020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013001&code=92010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1191741001&code=920508&med_id=khan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2171022001&code=920508&med_id=kha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475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95387.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95537.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9548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553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95461.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5484.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95427.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553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5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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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동아, 중앙, 조선)

5

경제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경제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미국> 경제에 대한 여전한 사랑(?)이 엿보이고, 정부와 각을 세워주고 있는 <이재웅>에 대한 관

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타다’ 응원하던 네이버 창업자가 ‘날’ 세운 이유

김정호 네이버 공동창업자, ‘타다’ 이재웅 겨냥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되죠”

조선

'택시업계 vs 타다' 갈등에 네이버 창업자와 다음 창업자 설전까지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美 월가 분석가 토머스 리 "비트코인 12~18개월 안에 2만달러 회복

할 것"

중앙

“투기세력 보고 있나”…미 '환율 전쟁' 압박에 위안화값 0.1%↑

미국에 3조 투자한 롯데, 국내 투자로 뿔난 울산 민심 달랜다

美와 장기전 준비하는 화웨이, 삼성 찾아 "부품 끊지 말라"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221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0707/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65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128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1834.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72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77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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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6

정치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정치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다독이며 함께 가야 한다고 <트럼프>도 인정한 <북한>.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단독]황교안 구미행사 동원문자, 자유한국당이 원본이었다

홍준표의 ‘황교안 흔들기’

오마이

"애기가 폭도라니... 황교안 오는 날, 어찌나 화가 났는지" 

AIIB 부총재 "비핵화 진전시 북한 투자 적극 검토하겠다" 

북한에 손 내미는 트럼프 "많은 길 함께 걸어... 깊은 존중" 

한겨레

[영상+] 황교안 나경원 불참 속 한국당 의원 4명 조촐한 삭발식

‘노무현 상주’ 문재인, 10년 전 오늘 조문객들에게 부탁한 말

북한의 두 모습…식량난과 휴대폰 대중화

이낙연 “노무현 전 대통령, 더이상 외로운 ‘봉화산’ 아냐”

트럼프 “북 발사체 안보리 위반 아니다”…제제는 고수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0910001&code=9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034011&code=91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13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38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32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2415.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9517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95426.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95092.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55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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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면(동아, 중앙, 조선)

7

정치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정치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미사일이나 쏴 대는 <북한>, 이를 옹호하는 <문재인>의 정치보복과 비선실세 <양정철>. 기회가

되면 <탄핵>까지?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文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청원 난립에 靑 ‘고민’

文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왜?

미군, 한반도 주변 전력 급속 증강 속내는…“한국 뺀 北 공습 준비”

美日정상회담서 나란히 北 언급한 트럼프·아베…김정은 응답할까?

北은 외면, 美日밀착… 고립된 한국외교

北이 부족한 달러 실탄 계속 쏘아대는 이유는?[신석호 기자의 우아

한]

양정철 “서훈 회동 ‘의혹 재생산’, 서글픈 일…허황된 프레임”

양정철·서훈 회동에 정치권 민감…황교안 “총선 관련 시 문제 심각”

靑 “서훈·양정철 대화 내용 확인 안돼…관련 입장 없다”

트럼프 “미일 무역 불균형 시정하고 싶어…北문제 진전”

조선

北 단단히 화났나 "볼턴은 인간오작품·전쟁광, 빨리 꺼져라"

서훈·양정철 만남, 국정원장 정치중립 논란 비화

양정철 "서훈과 독대 아닌 지인들 사적모임...민감한 대화 없었다"

與 '총선책사' 양정철은 왜 국가정보 수장 서훈을 만났을까

정의당 "서훈·양정철 만남, 촛불 기반 흔드는 심각한 사안"

靑 "서훈·양정철, 사적 만남...대화 내용 확인 안돼 언급 필요성 못느

껴"

트럼프 “北 핵개발 계속하면 경제 발전 없다”…아베, ‘무조건 회담’

촉구

중앙

"국정원 중립 훼손" "사적 만남" 서훈·양정철 4시간 회동 논란

[서소문사진관]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는‘장화 신은 농민’…농업

용 드론ㆍ이앙기 직접 운전

국정원장과 회동논란 양정철 "내 식사비 15만원 내가 냈다"

北, 볼턴에 "인간오작품, 안보파괴보좌관 꺼져라"

황교안 “文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하면 돕겠다”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897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210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5/9569172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054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08602/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570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2424/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6624/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788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497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63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74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06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087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66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96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403.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766
https://news.joins.com/article/2347821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94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74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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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식품위생법 위반 등 검찰 고발 당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시험 자료 유출에 채용비

리까지

[라이브리 댓글 테스트를 위한 기사]5살 아이가 TV동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속보]경찰, “버닝썬 수사 때 ‘YG 클럽 성접대 의혹’ 관련 진술은 없었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정치 싸움장’된 국민청원 게시판

“인스턴트 끊은 뒤 아이가 생겼어요”

안동 초등생 태우고 현장학습가던 전세버스 3중추돌

참여연대 "오류 있는 보고서 합병에 사용해 이재용 최대 3.6조원 부당 이득"

청와대 청원 시작된 ‘5·18진상규명’…“정부, 미 비밀문건 확보해야”

오마이

'1+1' 팔아도 편의점은 손해 안 보는 이유

교육부 "조선일보가 주는 '스승상', 승진가산점 수정할 것" 

녹음파일 속 '최순실 대통령'의 실체, 참담하다

버스 대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는 '천사 버스'가 있다

조계종 땅에 산양삼 재배했더니... '출입 통제' 논란

창단 5개월만 우승 돌풍… "야구단 아이들도 삶 균형 갖춰야죠" 

청와대 "세월호 독립적 수사 말할 단계 아냐"... "무책임" 

한센병 환자 대상 실험 고발... 엄마의 생생한 기록들

한겨레

[단독] 검찰,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사기대출·상장 혐의도 수사한다

[단독] 이재용 ‘삼바 콜옵션’ 직접 전화 보고받았다

[영상+]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의 패륜, 한국언론의 수치’ 쓴 논설위원이 말하

다

[영상+] “제발 당기시오” 써놔도 사람들이 문을 미는 이유

[영상+] 옹알이는 수어, 치킨 주문은 음성으로 척척…작은 신의 아이들 ‘코다’

[포토] ‘입술 꾹…’ 영장실질심사 참석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사외이사’ 겸직 교수 현황,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대학들

‘한미정상 기밀누설’ 강효상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

“교육부, 조선일보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하라”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신촌·홍대 숙박업소 불법촬영 전수조사” 홍대생들 기자회견 이유

“제일모직 가치 8조여원 부풀려…이재용 최대 3조6천억 부당이득”

공안검사들이 불법파견 열공한 이유

부시 “노 전 대통령은 용기있게 목소리 내는 지도자”

우여곡절 끝 첫 삽 뜬 ‘송도 워터프런트’…경제성 논란 여전

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해 콜옵션 은폐 이어 ‘새사업 뻥튀기’까지

잔나비, 학폭 논란에 방송 출연 취소 잇따라

조선일보-교육부 공동주최 ‘올해의 스승상’ 논란

직원 딸 조교로 채용하고 교수 아들에 시험문제 건넨 서울과기대 교수들

초등생 태우고 현장학습 가던 전세버스, 대열운행 중 삼중추돌

사회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사회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조선일보>의 기득권은 항상 <논란>거리입니다.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04101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20002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51631002&code=610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20003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825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060001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82000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556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425001&code=94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86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46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6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7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2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4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4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9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1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15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9343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23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05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18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547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6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549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8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6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56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8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509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546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97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52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535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45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55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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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사회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나쁜 <경찰>, <성추행> 판결, <성접대>...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지하철 성추행’ 경찰이 유도? 法 “ 무편집 영상 보면 명백” 일축

‘지하철 성추행’ 반박 영상 논쟁…“경찰이 추행 유도” vs “채증 이유

有”

“게임중독은 질병, 관련 연구 多” VS “美, 카페인장애 수준 가볍게

봐”

양현석 성추문에 YG엔터테인먼트 주가 급락…1월 대비 시총 4021

억 증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위기…철강·車업계 피해 이어질 수 있

다는데

의료계 “게임중독 조기 치료 길 열려”… 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

인천 한 다세대 주택서 40대 男女 숨진 채 발견…경찰 사인 조사 중

조선

"주주총회장 점거·봉쇄 말라" 법원 결정 당일…민노총, 보란듯 기습

점거

[단독영상]민노총 現重 노조, 이번엔 주총장 점거·본사 강제 진입…

경비원 한명 실명 위기

폭력 민노총 시위대 12명 중 11명 풀어준 경찰, 이제와 "엄정대응' 

뒷북

중앙

'YG 양현석 성접대 의혹' 나오자... 경찰 "방송 나오면 판단하겠다"

'버닝썬' 대표가 미성년 출입 무마하려 경찰에 건넨 금액

"YG 양현석, 성접대 의혹 증언 있다…화류계 여성 10명 투입"

"납치한 딸 장기팔겠다" 보이스피싱…택시기사 '쪽지'로 위기 모면

"동생, 지하철 성추행범 아냐" 형이 공개한 무죄 분석 영상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지하철 성추행 논란 판결 보니

1심선 지하철 성추행 왜 자백했나···"한의사 취업 안될까봐"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도서관 "시대착오적 발상"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WHO 이의제기"

양현석, 성접대 의혹 부인... "동석 맞지만 접대 없었다"

이언주 의원 보좌관, 기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현대중 노조, 주총장 문 부수고 점거···직원 1명 실명 위기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7547/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1801/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143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0733/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21535/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0821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7/9571294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73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32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1553.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57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5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13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69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540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50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57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3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58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29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82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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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기생충‘ 칸 황금종려상]웃프면서 따뜻하게 꼬집은 빈부격차, 세계

가 공감했다

‘봉테일’의 미학, 황금종려상 품다

다시 ‘천만영화’ 기대하는 봉준호와 송강호···<기생충> 예매점유율

44%로 ‘흥행대박’ 조짐

봉준호 ‘기생충’, 칸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 수상

오마이

'엑스맨' 끝은 여성 중심 서사... 감독·배우가 전한 관람 포인트

한겨레

[포토] ‘황금종려상 품고서~’ 봉준호 감독 귀국 현장

봉준호 감독을 만나 에 대해 묻다

시대에 되묻는 박두만의 독백, ‘봉준호’표 장르영화의 시작점

한국적 계급격차 희비극…봉준호의 ‘기생충’, 세계를 도발하다

문화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문화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봉준호>의 <기생충>,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1909001&code=96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2229005&code=96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635001&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0320001&code=96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382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548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9547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95475.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5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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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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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기생충>,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황금종려상’ 들고 금의환향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퇴근길 한 컷]

“열두 살 영화광 소년이 이자리에… 한편의 판타지영화 같아”

귀국 봉준호 “‘봉준호가 장르’ 평 가장 기뻐”…송강호 “韓영화 진화

의 결정체”

봉준호·송강호, 황금종려상 안고 금의환향 “자긍심 커…충무김밥

먹고파”

칸 황금종려상 ‘기생충’ 속 北 등장 장면에 깜짝 주목 받게 된 이유

는?

조선

'귀국' 봉준호 "수상만큼 기뻤던 문장 한 줄은…"

'황금종려상' 기생충, 예매율 압도적 1위…30일 개봉

"이 위대한 배우가 없었다면…" 봉준호의 남자, 송강호

독립선언서 원본, 100년 만에 한국 돌아왔다

중앙

"수상만큼 기뻤다" 봉준호도 감격한 외신의 이 말

25년 선배 감독이 본 봉준호...“영화만 아는 금치산자”

귀국한 봉준호·송강호 "황금종려상, 한국 관객들 애정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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