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한경오 × 조중동 : <강효상> vs <트럼프>, <일본>, <문재인>

3 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4 경제면(한경오) : 다가오는 <6월>, <서울>

5 경제면(조중동) : <화웨이>, <인보사>

6 정치면(한경오) : 책임은 지셔야죠, <강효상>

7 정치면(조중동) :  <트럼프>, <문재인>

8 사회면(한경오) : <시민>, <미세먼지>, <학교>

9 사회면(조중동) : <YG>, <경찰>

10 문화면(한경오) : <봉준호>, <아스달>

11 문화면(조중동) : <봉준호>

강효상?... 그런데 옆 나라에서 트럼프가...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28 오후 8:14 기준

그들은 <강효상>에 대한 이슈가 적당히 가라앉길 바라겠지만,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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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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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 조중동 : <강효상> vs <트럼프>, <일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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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에 쏠리는 이목 바깥으로 돌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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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3

용서하기 어려운 <강효상>

여전한 인기(?), <문재인>

<일본>과 우정을 나눈 <트럼프> <대통령>, 그럼 <미국>과

<한국>의 사이는?

자본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인보사> 사기극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러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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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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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6월>, <서울>...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FDA 인증’ 친환경이라더니···LG전자 김치냉장고 ‘김치통’ 허위 광고 과징금

“구내식당 빨리 가면 감점” 삼성 임원, 부당한 근무규칙 강요

“서울 집값, 최근 5년간 18.9% 상승…올 하반기 전국 집값 최대 2% 하락”

6월까지 돼지고기 가격 하락 '지속'...하반기에는 '상승'

롯데지주, 롯데카드 지분 매각...1조3800억원대

버스 준공영제, 15년 만에 손질…서울 아닌 ‘경기도 모델’?

사면초가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에 침묵

인보사 허가취소에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주식거래 정지

정부 “가상통화 가치 누구도 보장 못해…투자 피해는 본인 책임” 재강조

차보험료 6월7일부터 최고 1.6% 올라

코오롱티슈진 빠르면 오늘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화웨이 5G 오픈랩, 예정대로 30일 서울에 개소 ‘건재 과시’

한겨레

‘사딸라’·‘인싸댄스’… 밀레니얼 화제 광고 만든 물리학도

“양치는 점심시간에만” 삼성전자 임원 ‘갑질’ 논란

“올해 성장률 2.2%” 하향 전망 나와…미-중 무역분쟁 여파

6월 3일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해야

KCGI 한진칼 지분 15.98%…기업결합신고 기준 넘어

KT, 딜카와 손잡고 카셰어링 서비스 본격 진출

LG전자 김치냉장고 “FDA 인증…친환경” 거짓광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수리·대여·재활용 서비스도”

강신욱 통계청장 “경제 수축 국면…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 두드러져”

경기·생활형편 심리 악화…‘주택가격 오를 것’ 전망 높아져

최태원 “사회적 가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현대·기아차, ‘상용 전기차 적재중량별 성능 조절’ 기술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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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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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경제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화웨이>, <인보사>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물 들어올 노 젓는 삼성?…美 ‘화웨이 제재’에 몸사리는 삼성

조선

고립무원 화웨이…日 MVNO·전자회사도 등 돌려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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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엉뚱한 세포 들어간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암 유발 성분은 무엇?

영국서 화웨이 스마트폰 발화 소동...신뢰도 추락 불지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심사자료 부족했으나…조작 또는 은폐 사실 없어”

화웨이 첫 5G 오픈랩 개소식 ‘비공개’인 이유

중앙

미국과 장기전 준비하는 화웨이, 삼성 찾아 "부품 끊지 말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에 "조작·은폐 없었다"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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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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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정치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책임은 지셔야죠, <강효상>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전문]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강효상, '굴욕외교'로 포장하리

라 상상 못해”

강효상 “야당 탄압···결코 좌시 안해”

문 정부 3년차 ‘친정체제’ 강화…공직 쇄신 의지 반영

문재인 대통령 “경제 활력 불어넣는 게 급선무”

아베 웃음 뒤에 날아올 트럼프의 ‘8월 청구서’

야권, 서훈·양정철 회동 총공세…동석자는 현직 언론인

외교부 “통화 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외교부 “한·미 정상통화 등 총 3건 강효상에 기밀유출 혐의 조사중”

유종일 KDI 원장 "민주당 '재정확대' 입장전환, 사과는 빠를수록 좋

다"

트럼프, 아베 만나서도 김정은 두둔

오마이

'서훈·양정철 만남' 총선과 연결시킨 나경원 "관권선거 시작됐다" 

"장관 오시는 줄..." 문 대통령과 모내기 한 부부, 그 뒷이야기

[오마이포토] 한국당, '서훈-양정철 만남' 국정원 항의방문

국회 문턱에 걸린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법..."한국당 나오라고 해" 

비밀누설이 알 권리? 강효상 의원의 큰 착각

한국당 내 첫 국회 복귀 목소리... 윤상현 "특별한 명분 필요없다" 

한겨레

[단독] 외교부 참사관, 강효상에 반복적으로 기밀 유출했다

[영상+] 황교안 나경원 불참 속 한국당 의원 4명 조촐한 삭발식

강효상, 외교부 형사고발 조치에 “본말전도·야당 죽이기”

강효상이 유출한 정상회담 통화는 왜 3급 비밀인가?

기밀 유출 외교관 “강효상, 수 차례 ‘나만 참고하겠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 “추경안 통과,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급선무”

민주당 “사익 위해 국가기밀 악용” 강효상·한국당 규탄

비트코인 1000만원 넘자…정부, 암호화폐 시장 동향 점검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한 김현경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신임 인사수석 김외숙,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 한솥밥

아베-트럼프 일 준항모에서 ‘글로벌 군사동맹’ 천명

일본 가와사키, 등굣길 초등학생들 상대 ‘묻지마 흉기난동’

참사관, 전화로 불러주면…강효상, 국회·보수언론 통해 터뜨려

트럼프 주일 미군기지서 “일본해”…외교부 “동해 병기돼야”

트럼프와 한배 탄 아베, 거침없는 군사적 팽창 본색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641001&code=9103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0955011&code=9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743001&code=9102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451001&code=9102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604001&code=97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744001&code=9104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242001&code=9103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836011&code=9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517001&code=9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251001&code=97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65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9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7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84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6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77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647.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2415.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695.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5717.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5595.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9565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655.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95661.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723.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95722.htm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95657.htm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95630.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71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5688.htm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95672.html


강효상?... 그런데 옆 나라에서 트럼프가...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28 오후 |

국내외 정치면(동아, 중앙, 조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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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문재인>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독재자를 편들다니”…트럼프의 김정은 동조 발언에 들끓는 워싱턴

“文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청원 난립에 靑 ‘고민’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美 순항미사일, 실현 가능한 대북 군

사압박”

文대통령 “추경 신속 통과·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급선무”

文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추

진?”

文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왜?

美학생들 “北 무너지면 중국엔 어떤 영향? 中이 흡수통일할 가능성

은?”[한반도를 공부하는 청년들]

한국당, 서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화웨이 회장 “장기전 준비… 美에 이길것”, 美는 ‘中제조업 2025’ 

전체로 확전 태세

조선

서훈·양정철 동석 MBC기자 "서 원장, 국내파트 없애 내가 나섰다

고 해"

일본 궁중만찬장의 트럼프 "美日은 보물 같은 동맹"

조국 살린 靑... 좀처럼 탈피못하는 文정부 내사람 쓰기

靑 결국 반쪽 경질… 조국 살리고 조현옥 잘랐다

트럼프, 日이즈모급 호위함 첫 승선…아베 "미일 동맹 전례없이 강

해"

트럼프, 주일미군 연설서 '일본해' 발언…외교부 "동해 병기돼야"

트럼프가 일왕에 비올라 선물하자… 왕비 "저녁에 연주하면 어때요"

중앙

3년차 文정부에서 경제 인창고, 차관급 동신고, 사회·문화 제물포고

두각

"미국, 위성 정보로 北 트리튬 시설 감지"

"황교안, 목사에게 '저 대통령되면 장관하실래요'"…논란 이어져

[서소문사진관]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는‘장화 신은 농민’…농업

용 드론ㆍ이앙기 직접 운전

[서소문사진관] 미중 무역전쟁에 중국에선 트럼프 변기 청소솔 인기

[서소문사진관]어린이들에게 靑 집무실 점령(?)당한 문재인 대통령

서훈·양정철 4시간 회동 논란…야당 “총선 관련됐다면 심각”

서훈·양정철 만남에 언론인도 동석…“정치 얘기 없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인원은 셋…총선 얘긴 없었다"

아베와 '가가함' 오른 트럼프···"日 군사대국화 손들어줬다"

이혜훈 “서훈·양정철, 1시간 이상 독대 추정…정보위 열어야”

靑 떠나는 조현옥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끼쳐 유감"

트럼프, 방일 연설서 '동해' 아닌 '일본해' 표현

트럼프, 아베에 "신조야" 부르는데 韓 외교는 내우외환

홍 부총리, 文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의 투자 보강 방안 보고

황교안 "서훈·양정철 회동, 가볍게 넘길 일 아냐…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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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사회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시민>, <미세먼지>, <학교>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정부 계획보다 1년 반 빨리’ 전남 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전면시

행

‘해외도피’ LG 3세 구본현에 검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노인 22% “미세먼지 마스크 써본 적 없어”

미세먼지 대책도 기관도 너무 많다

안 의사, 러 언론 “당당하고 의연했다”…묻힌 장소도 언급

올해 경북 첫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 숨져···“올 들어 전국 2번째”

인천대공원에 들개 ‘출몰’…반려견·시민 잇따라 공격

저소득 노인 연 1회 결핵 검진 지원

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 비리의혹 보도 전 자진 사퇴

충북 영동 군부대서 부사관 총상입고 숨진 채 발견

오마이

'경북대 70년사' 실종 사태... 박근혜 정부가 거부한 총장 때문?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TF 상무 2명 구속기소

"방상훈 '황제수사' 했던 경찰이 1계급 특진? 권언유착" 

"잡힐 바엔 차라리..." 74년전 자국민에게 행해진 일본의 만행

"전교조는 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에 반대합니다" 

"한 세대 지났는데..." 법외노조 굴레 쓴 서른살 전교조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낮부터 기온 차츰 올라

9년 걸린 '남편 개조', 내가 새롭게 내린 결론

남편 김근태 고문하던 현장, 이리될 줄 누가 알았을까

마흔 넘은 여자들의 파격 화보, 이 재미를 왜 몰랐을까

문 대통령 비판하며 '지옥' 운운한 황교안, 그가 감춘 과거

바라던 인생학교에 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버려진 두 늙은 여자, 그들이 살기위해 한 일

버스 대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는 '천사 버스'가 있다

서울대 '간택받으려고' 이렇게까지... 고등학교서 벌어진 일들

성남시, 미세먼지·폭염 해결 총력전 펼친다

엄마아빠 섹스를 봤을 때... 아이들이 충격 덜 받는 방법

피고인 양승태 첫 재판, 시민들 '두눈 부릅' 지켜본다

한겨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같은 학교예요”

[포토] 시민 힘으로 세우는 ‘효순미선 평화공원’

‘검찰 간부 3명 고소’ 서지현 검사 측 “2차 가해 경종 울리려 고소

결심”

‘미래기술과 시민의 삶’이 궁금하다면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이주율 꼴찌’ 충북·강원 혁신도시…직원 절반은 ‘서울행 버스’를 탄

다

‘인보사’ 허가 취소…환자들 25억 손배소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신속 대응팀은 삼성전자 경영진 지시”

“자치경찰제, 이대로 도입되면 치안 악화 우려”

“적폐 부활” 비판받는 EBS 부사장 임명 논란 왜?

“제일모직 가치 8조여원 부풀려…이재용 최대 3조6천억 부당이득”

“한 명도 소외·낙오 없는 행복한 울산교육 함께해요”

5월 28일 함께하는 교육정보

래미안 아파트 안 짓던 것도, 이재용 승계작업 때문이었어?

법원 제동에도…보수단체가 매년 퀴어축제 금지신청 내는 이유

살인 혐의 폭력조직 부두목 자수 의사…경찰은 거절, 왜?

서울대 2년 만에 전체학생총회 ‘성추행 교수 파면 요구안’ 통과

성남시, 연말까지 2억5천만원 상당 의료물자 대북 지원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 53억 횡령…“취약계층 복지기금도 손대”

인보사 퇴출,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쓴약’ 될까

제주 교통난 해소 ‘렌터카 총량제’ 시행 좌초 위기

제주 비바람에 항공기 운항 차질…한라산 입산 통제

청소년의회가 학교·사회바꾼다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 KBS 비리의혹 보도 전 사임

학교 주차장에서 열리는 고3 소녀들의 ‘비밀 독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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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사회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YG>, <경찰>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조폭, 조건부 자수 시도…경찰 “타협없다”

‘장벽’으로 나누거나 출입구-승강기 따로… 한 아파트 두 세상

“양현석 성접대 의혹, 황하나도 있었다”…양 “女 왜 참석했는지 몰

라”

檢, ‘해외도피’ LG家 3세 구본현씨 적색수배 요청…횡령·배임 혐의

경관 개인車로 손석희 모셔다 조사한 경찰

경찰, ‘YG 관리대상’ 태국인 재력가 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국제PJ파’ 부두목, 자수의사 밝힌 뒤 5일째

안나타나

성형수술 받다 사망한 ‘권대희법’ 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식약처 “제출 서류부터 엉터리”

조선

"27살 친형이 맞아 죽었습니다"…20대男 사망 논란

"YG 접대 재력가들, 여성들에게 500만원대 샤넬백 줘"

"시위가 왜이리 많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약 성분이 허위, 무릎에 시한폭탄"…코오롱 인보사 피해자 244명, 

집단 소송

"우리 노조원 써라" 민노총 공사장 점거에… 한노총, 크레인서 농성

"주주총회장 점거·봉쇄 말라" 법원 결정 당일…민노총, 보란듯 기습

점거

[단독] 서울 한 대학서 '男 사감이 女 기숙사 방 뒤져' 논란

[르포]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은 지금..."순식간에 전

쟁터가 돼 버렸어"

‘현직 검찰 간부 3명 고소’ 서지현 검사 측, 경찰 출석… "2차 가해

좌시할 수 없어"

YG 출신 프라임, 3년 전 댓글 화제 "접대 지긋해 YG 나와"

경찰, 'YG 관리대상' 태국인 재력가 성폭행 의혹 수사

대구 도심서 거북이·지그재그 운행...교통방해한 10명 입건

중앙

[영상]구름 한 점 없는 파란하늘, 대구엔 ‘두루마리 구름’도…이번

주 맑은 날씨 이어져

"27살 친형이 술집에서 시비 붙어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YG 기괴한 영업방식 유명"…승리 "양현석은 내 롤모델"

"신분증 문질러보세요" 대구 술집들 기막힌 '미성년 퇴치법'

"코오롱 25억 물어내라" 인보사 환자들 집단소송

[월간중앙] 한국 남자피겨 역사 새로 쓰는 차준환

“YG 성접대 의혹의 시작은 황하나”

경북서 야생진드기 물린 여성 사망…올해 전국 두 번째

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사실 확인 할 것" 

대구 도심에 뜬 시속 15㎞ ‘거북이족’… 교통방해 혐의로 10명 입

건

양현석 접대·버닝썬 사건에 등장한 태국VIP는 누구

인보사 끝내 허가 취소···식약처 "성분 변경 2년간 고의 은폐"

현대중공업 노조 이틀째 점거 농성…충돌 우려 경력 100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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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8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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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경향, 오마이, 한겨레 사이트 첫 페이지
에 걸린 문화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봉준호>, <아스달>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책 굽는 오븐]친애하는 인생에게

tvN ‘아스달 연대기’에 쏠린 관심···한국판 ‘왕좌의 게임’ 탄생할까

오마이

'아스달' 김원석 PD, 부당 노동 언급 피한 채 "응원 부탁" 

"변장하고 관객 옆에 앉아 있겠다"... 봉준호 감독의 기대감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곳? 전혀 아닙니다

한겨레

[단독] ‘중국 반출 논란’ 백제불상 일본에 되돌아가

[포토] ‘황금종려상 품고서~’ 봉준호 감독 귀국 현장

‘아스달 연대기’가 온다…“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한-중 전통정원 특별사진전’ 개막

시대에 되묻는 박두만의 독백, ‘봉준호’표 장르영화의 시작점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42025005&code=9602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1659001&code=96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83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83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3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327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560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548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566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95575.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95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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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타이틀 단어 워드클라우드 | 동아, 중앙, 조선 사이트 첫 페이지에 걸
린 문화 분야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

<봉준호>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넷플릭스 시대… 연극이 사는 길은 삶을 바꿀만한 경험 주는 것”

봉준호 “이미 칸은 과거…한국적 디테일을 이해할 국내 반응이 궁금”

부자의 환경에 맞춰가는 빈자의 처절함…봉준호 특유의 ‘말맛’ 반갑다

칸 ‘황금종려상의 영웅’ 봉준호 감독, 송강호와 함께 귀국

조선

봉준호 “칸은 이제 과거... 부자와 빈자 예의 지키면 ‘기생'은 ‘공생'될 것"

즐겁고도 아픈… 연극은 '기억'을 담아내는 예술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8/95725369/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8/95739059/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8/9574047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8/95725366/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8/201905280299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8/20190528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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