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한경오 × 조중동 : <한국당> vs <북한>+<류현진>

3 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4 경제면(한경오) : <기준금리>동결

5 경제면(조중동) : 금리인하, 안하나?

6 정치면(한경오) : 막말의 말로?

7 정치면(조중동) : 북한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8 사회면(한경오) : 멀기만 한 안전한 세상

9 사회면(조중동) : <노조>의 생떼

10 문화면(한경오) :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기생충>

11 문화면(조중동) : 현명한 국부 <이승만>?

지지율 하락에 단골메뉴 소환?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31 오후 10:30 기준

<류현진>이 8승에 성공한, 
2019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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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vs <북한>+<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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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

이럴 때일수록 북한. 류현진 8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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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헝가리>(3위) <유람선>(1위) 사고를 뒤로 하고,

다시 <북한>(2위).

<류현진> 8승.

<한국>5위, <미국>7위, <중국>, 10위.

<문재인>6위 <대통령>8위, <사과>9위.

http://saesayon.org/


지지율 하락에 단골메뉴 소환?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31 오후 |

경제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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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동결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이젠 입국할 때도 면세점 이용"...오늘 오후 2시부터 영업 개시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1.75% 동결

[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거시경제 종합해 기준금리 동결”···인하 기대감 일축

LG화학-SK이노 소송전 본격화… 미 ITC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개시

대만서 온 ‘흑당버블티’ 인기에 유사 제품도 범람

부품단가 낮추려 협력업체 ‘압박’ 공정위, 현대중공업 등 검찰 고발

싱크대 수납함에 5만원권 1만장이… 국세청, 납세 미룬 재력가 325명 추적 조사

청약통장 어디에 몰렸나 했더니···‘전용 84㎡·판상형’ 인기

현대중공업, 공정위부터 최소 10개국 ‘기업결합심사’ 남았다

오마이

기준금리 인하? 다시 한번 선 그은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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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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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안하나?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속보]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25%p 인하 소수의견 나왔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中게임 밀려오는데 질병 분류” 위기감 감도는 한국 게임산업

서초동 옛 정보사 터, 6년 만에 주인 찾았다…엠디엠그룹, 1조 원에 낙찰

이주열 “아직 때 아냐” 일축했지만…커지는 금리인하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 유지…‘동결 기조’ 재확인

현대중공업, 임시 주총서 법인 분할 안건 통과

조선

[컴퓨텍스 2019] 조텍 컵 'LoL 그랜드 파이널' 가보니···"전 세계 기관에 상금 기부"

“깜박한 선물, 입국장에서 샀어요”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가보니

17살에 기차 처음 본 中 산골소녀, 미디어 벤처 기업가로 성공

닻 올린 한국조선해양…세계 1·2위 조선사 연합군 탄생 '초읽기'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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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5G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

엠디엠, 서초동 옛 정보사부지 1조원에 사들여

중앙

2019년도 호암상 시상식…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불참

인천공항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모든 것

주총장 변경 ‘첩보전’ 끝에 현대중 분할 승인...앞으로가 산 넘어 산

현대중 노조 "법인분할 주총 원천무효 소송할 것"

현대중공업 주주, 물적분할 찬성률은 99.9%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8635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87031/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89001/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9489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92812/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8431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31/95787319/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0465.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222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1712.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148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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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3577.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2548.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15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06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496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4962


지지율 하락에 단골메뉴 소환?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5.31 오후 |

국내외 정치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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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의 말로?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한국갤럽]‘반등’ 민주당 39% vs ‘꺾인’ 한국당 22%…17%p 격차

박지원 “강효상 못내준다는 한국당, 국회 복귀 위한 최고의 꾀”

오마이

"문재인보다 김정은 낫다? 그러면 북한으로 가라" 

외신 "예견된 다뉴브강 사고... 한국, 세월호 이어 또 아픔" 

정용기 '김정은' 발언 사과한 황교안... 정작 당사자는 사과 거부

한겨레

강경화, 기밀 유출 사과…“관련자 엄중 문책할 것”

나경원 “민주당, 땡깡 쓰고 있다”…‘3일 국회 개의’ 일단 무산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한 날 군에선 술자리

또 ‘늑장 추경’…집 나간 한국당, 돌아오긴 할 건가

문 대통령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비호 정당에 깊은 유감”

문 대통령,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 삼는 정당 행태에 깊은 유감”

야속한 다뉴브강…물살·시간과 싸우는 수색작업

정용기 “김정은, 문 대통령보다 낫다”…황교안은 ‘사과’, 본인은 ‘언론탓’

참사관, 전화로 불러주면…강효상, 국회·보수언론 통해 터뜨려

한국당 의원과 보수 유튜버의 ‘공생’…득 될까, 독 될까

한국당 정용기 “김정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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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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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속보]文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가용 자원 총동원해 구조”

‘北 김혁철 처형·김영철 노역說’ 보도에…靑 “섣부른 판단·언급 부적절”

통일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하는데…설훈 “내주 北에 식량 5만t 지원”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7명, 신원 확인”

헝가리 당국 “배 인양에 힘 다할 것”…하류 30km까지 수색 범위 넓혀

헝가리 생존자 증언 “‘쾅’ 아닌, ‘쿵·쿵’ 두 번 부딪힌 뒤 유람선 침몰”

조선

강경화 "헝가리에 유람선 인양, 다뉴브강 하류 국가와 협조 요청"

北병사 망원경이 이해찬 코앞에…與, 판문점서 최고위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사망자 7명 신원 모두 확인"

정부 "北 돼지열병에 협조하겠다"… 北 "검토하겠다"

통일부도 발표 안했는데… 설훈 "정부, 내주 北에 식량 5만t 지원"

헝가리 경찰 “‘침몰 유람선 추돌’ 크루즈선 선장 과실 확인”

중앙

강경화 "헝가리에 조속 선체인양, 시신유실 방지 노력 요청"

北, 가뭄·돼지열병 이어 '고온현상' 예보…“낮 최고 32도 이상”

북한에 창궐한 돼지열병(ASF), 다급한 북한 손내밀까

설훈 "북한에 식량 5만t 지원"에 통일부가 밝힌 입장

외교부 “헝가리 유람선 사망 7명 신원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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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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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기만 한 안전한 세상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단독]헝가리 유람선 추돌 '바이킹 시긴호', 사고 당시 6.7노트로 항해

[속보]임은정 검사, 경찰 출석···“제 식구 감싸기 1~2년 문제 아냐”

[속보]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

여론 들끓자…‘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적용

오마이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 출석…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게이라 힘들다" 울던 부모, 아들이 환호한 이유

"조선 청룡봉사상 폐지, 상 받아 특진한 경찰 조사해야" 

나만 몰랐을까? 수국 색깔이 변하는 이유

폐지론 거센 청룡봉사상, 충북치안대상은? 

한겨레

[속보]강경화, 헝가리에 실종자 수색 , 선체 인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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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착취 실천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본 여성들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신림동 강간 미수’ 피해자한테 “CCTV 알아서 구해라” 말한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여기도 허 저기도 허”…제주가 렌터카 총량제 하려는 이유는

경찰 출석한 임은정 검사 “김수남 전 총장, 직무유기 최종 책임자”

성적폐 공동행동 “청룡봉사상 완전 폐지” 요구

실종자 수색 난항…헝가리 시민 “예견된 사고, 한국인 희생 안타까워”

여성단체 “경찰과 조선일보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유람선 사고 애도 분위기…지역행사 잇따라 취소·축소

유람선 실종자 수색에 ‘다국적 구조대’ 합류

정부, 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조선일보 공동주최는 유지

참좋은여행 “유럽 여행 유람선 코스 전부 없앤다”

헝가리 경찰, 크루즈 선장 체포

헝가리 관광객 15명…여행일정 바꿔 안타까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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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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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생떼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청계천 옆 사진관]노조 난입에 아수라장 된 현대중공업 주총회장

‘유람선 참사’ 절반이 날짜·지역 바꾼 여행객이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통과…“노사 신뢰구축 전력” VS “원천무효”

조선

'기습 작전'에 무너진 현대중공업 노조...한마음회관 점거 풀고 해산

[속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

다뉴브강은 유럽 3대 야경 "유람선엔 구명조끼도 없어"

이재갑 고용부 장관 “현대重 노조 불법점거 법대로 처리하겠다"

행안부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자 정보 유출 송구"

현대重 "정부가 제안한 造船 회생안에 기껏 참여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현대重 노조 "주총·물적분할 모두 무효...소송도 불사"

현대重 노조, ‘주총 막아라’ 21㎞ 오토바이 질주…소화기로 주총장 벽도 파손

중앙

"추가 생존자 아직"…유람선 멈춘 다뉴브강, 추모의 촛불만

"침몰 유람선 실종자 상당수 6m 아래 선실 갇혀있을 듯"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한 날, 술자리 벌인 軍

벽 부수고 창문 깨고...울산대에 화풀이한 현대중공업 노조

유람선 사고 가족 43명 현지로… 여행사 "정보 부재 인한 혼선 사과"

현대重 물적분할 주총서 통과···노조 오토바이 질주 극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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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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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기생충>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오마이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왜 손석희에게 고마워 했을까

'기생충' 속 두 여성에 봉준호의 디테일 숨어 있다

'봉준호 장르' 최정점 '기생충',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칸 황금종려상 수상 봉준호 감독, 어떤 훈장 받게될까? 

한겨레

‘기생충’ 첫날 56만여명 동원 흥행 돌풍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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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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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국부 <이승만>?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3년 만에 컴백 가수 이하이 ‘누구없소’ 음원차트 1위 올킬

미국에서는 ‘고질라’가 1등, 영화 ‘알라딘’ 끌어내리고

서유리, 올해 일반인 남자친구와 ‘백년가약’…방송 녹화서 고백

이유영 “매일이 지옥, 죽고 싶다” 글, 팬들 ‘화들짝’…소속사 “업로드 실수”

조선

방탄소년단 짝퉁 논란 日 '탄도소년단', 오리콘 주간 차트 1위

이승만, 美 방송서 동포 향해 웅변… "히로히토의 멸망 머지않았다"

日 항복 소식에… 김구는 탄식하고, 이승만은 '내전'을 우려했다

청년 이승만과 김구를 독립운동가로 만든 건 '을미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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