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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 월요일,
201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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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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2

한겨레

헝가리 사고현장 102㎞ 지점서 “55~60살 한국인 추정 주검 발견”

경향

[속보]다뉴브강 유람선 피해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오마이

김용태의 '깔개'와 달랐던 한선교의 '걸레질’ 

조선

대우해양조선 정문 쇠사슬 감고 막아선 노조 "현대중공업 실사단 돌아가라“

중앙

전작권 전환뒤 한미연합사,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한다

동아

다뉴브강 하류서 50대 한국인 남성 시신 1구 발견

http://saesayon.org/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96495.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907001&code=94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7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1105.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239?cloc=joongang|home|newslist1big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90603/95829982/1


6월 첫 주 <대통령>으로 시작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6.3 오후 |

한경오 × 조중동 : <대통령>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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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첫 월요일, <대통령>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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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며칠에 한 번은 <문재인>(3위) <대통령>(1위).

꾸준한 조선의 <미국>(2위) 사랑.

<헝가리>(4위), <한국>(5위).

<논란>(6위).

<30대>(8위)의 <살해>(7위), <경찰>(9위).

일 좀 하자, <국회>(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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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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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5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권태우의 세무Talk]장부 작성 못한 초보 장사꾼, 금융 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

4000만명 규모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EU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수용 거부 땐 '대우조선 인수' 무산될 수도

편의점·배달앱 ‘협업’ 늘어난다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공정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오마이

편의점 나트륨 도시락 주의보...가장 함량 높은 제품은? 

한겨레

저자 라인하트 “금융위기 재발위험, 과소평가되고 있다”

“중국서 빌린 막대한 돈과 달러빚 신흥국발 금융위기 다시 올수도”

내년부턴 금융 빅데이터 사고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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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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들

6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세계 경제는 각자도생 ‘슬로벌라이제이션’…선진국-신흥국 모두 위기

이재용의 ‘초격차’ 비전… “핵심은 장기적-근원적 기술경쟁력 확보”

조원태 “상속·경영권 문제 잘 진행되고 있다”…가족 불화설 일축

中企 300곳 중 111곳 “1분기 수출 감소”…원인 분석해 보니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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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에 기차 처음 본 中 산골소녀, 미디어 벤처 기업가로 성공

LG, 5년만에 TV 역사 다시 써내려간다

고액자산가 최대 고민은 ‘증여상속’

드디어 나온 LG '8K OLED' TV... 화질은 좋은데, 5000만원은 글쎄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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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 1위' 전략 수정한다…폭스콘 일부 생산 라인 중단

정부, 7~8월 주택 전기요금 최대 1만7864원 할인안 마련

중앙

IBS, 자손에 유전자 전하는 ‘염색체 복제’ 핵심 원리 밝혀

맥주 '4캔 1만원'은 유지될 듯… 베일 벗은 주세(酒稅) 개편안

올 여름 에어컨 더 틀수록 전기료 할인폭 커진다는데...누진세 개편안 공개

총수 데뷔 조원태, 상속분쟁 질문에 "가족과 협의중이다"

최태원, 베트남 민간기업 양대 총수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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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면(경향, 오마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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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없었던 <대통령>의 불만

7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개성공단 기업인들, 공단 재개 설득하러 다음주 방미

문 대통령 “올해 들어 법안처리 본회의는 단 3일 열려…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 새 주치의에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지방의료인 출신 첫 대통령 주치의

한·미 국방장관 “미래연합사령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오마이

다뉴브강 수색에 교민은 고기반찬, 기업은 생필품 지원

대통령 새 양방 주치의에 강대환 부산대 교수 위촉

문 대통령 "헝가리 사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문 대통령, 미 국방대행에 '이산가족 상봉-대북식량지원 필요성' 설명

미 국방장관 대행 "한미동맹은 평화 중심축, 북 비핵화 달성할 것" 

한미 국방장관 "연합사 대체할 미래연합사,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 

한겨레

[속보] 개성공단 기업인들, 미국 직접 설득하러 10일 방미

[속보] 문 대통령 “사고 가족들 의사 최대한 존중하라”

“문재인 대통령 불만은 애가 나만 찾는것…아빠 육아휴직은 큰 이익 될 수 있어”

문 대통령 “이번 주내로 국회정상화를 기대”…멈춘 국회에 답답함 토로

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 위해 마음 모아달라”

최경환 “5·18 미국 기밀문서 공개해달라” 백악관에 청원

한미연합사 평택으로…합참의장 아닌 한국군 대장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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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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

8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문 대통령 “올해 본회의 단 3일…북유럽 순방 전 국회정상화 기대”

文대통령 지지율, 48.3%…‘막말 논란’ 한국당, 30%로 하락

美 국방대행 ‘존 매케인함’ 논란에 “백악관, 정치에 軍 이용하지 말라”

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 글 안 지우는 이유…‘큰 그림’ 있다?

박지원 “北김여정, 조용히 지내는것…백두혈통이라 문제없어”

靑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 입법사항…뉴스사용료는 면밀 검토”

한선교 “‘걸레질’ 비하 아닌 선의…웃고 지나간 일, 문제 돼 억울”

화웨이 제재에 페덱스 조사로 맞불… 기업보복 카드 꺼낸 中

조선

국회 열 궁리는 않고… 꼬리무는 막말 싸움

文대통령, 섀너핸 美국방대행 접견...'先비핵화 後제재완화' 원칙 재확인

美 "北 극도의 위협", 中은 제재 해제 검토… 북핵 문제도 충돌

섀너핸 美국방 "北, 국제사회 요구에 응할 때까지 제재 이행"

中, ‘美 유학 경계령’ 발표…무역전쟁이 교육전쟁으로

중국 "사드 어떻게 할거냐"… 한국 명확한 답변 못해

중앙

'걸레질 논란' 한선교 "여기자들 찬 데 앉으면 안 되는데"

[서평]"文정부 2년, 평등 앞세웠는데 불평등 심화"… 평등의 역습

‘골든타임 3분’ 민경욱 “대통령 말에 진정성 없으면 쇼”

文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교수...첫 지방의대 출신 주치의

文, 헝가리 사고에 "마지막까지 최선"…국회엔 "순방 전 정상화 기대"

박지원 “강경화 인사 조치 필요해…헝가리 침몰 사건 수습되면”

우상호 “민경욱 ‘골든타임’ 발언, 세월호 때 당한 것 되갚겠다는 생각”

윤여준 "민경욱 '골든타임 3분' 발언, 왜 그리 비아냥거리나"

靑 “연합뉴스 보조금폐지, 국회 논의 필요…신뢰 회복 노력해야”

한선교 "기자들 고생한다는 뜻이었다" 걸레질 막말 해명

한선교, 기자들 향해 “아주 걸레질하네”

헝가리 대테러청장 “다뉴브강 선체 수색 어렵다”

황교안, 한국당 막말에 “저도 삼사일언…심사일언 해달라”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720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673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457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9304/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555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5598/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6765/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4738/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24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48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22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154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88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220.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400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31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34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33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20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91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87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83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430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162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86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342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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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금주의 B컷]강남역 메운 흰 장미“묻지마 살해는 없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해상수색 진행···의문은 여전

“일찍 끝내라·커피나 마시자” 성평등 교육 조롱한 경찰·공기관 간부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재판에 ‘정보경찰 정치개입’ 법의 심판

고 이한빛 PD 아버지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죽음의 외주화, 여전히···”

교육부, ‘올해의 스승상’ 승진 가점 폐지

삼성 사업지원TF, 분식회계 의혹 감추려 직원 집 창고 동원·휴대전화 공장초기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검찰 공소장으로 본 사업지원 TF 역할은?

외할머니 살해한 19살 대학 휴학생 손녀 검거

오마이

'국정원장 논란' 뒤로하고 여당 대선주자 잇달아 만난 양정철

'일반주제' 승진 연구대회 3개, '보수단체' 교총이 독차지

'좌파 제압' 고민하고 '친박' 따라간 정보경찰, 결국 재판에

"현재 교육으로는 미래 대비할 수 없어, 창의와 융합 교육 해야" 

한겨레

[단독]‘멜론’,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

‘성평등 교육은 무슨…’ 자리 이탈한 예비 경찰서장들

‘자회사 정규직’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여전

검찰, ‘셀프기부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인보사 위해성 논란’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경기도 사립유치원 16곳 “감사 못 받아”…도 교육청, 검찰 고발

고양 골프장 부지에 ‘3기 새도시 도로’ 관통 논란

교육부, 조선일보 ‘올해의 스승상’ 승진 가점 폐지

전 남편 살해 30대 “주검 해상 유기” 진술…해경 수색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역서점·경로당까지…박근혜 정보경찰의 ‘무차별 사찰’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42059005&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63700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2140005&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435001&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754001&code=9407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655001&code=94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534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623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908001&code=940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68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78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7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4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35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45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649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4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40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645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611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642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40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649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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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왜 나 안불렀나”…양손으로 패스트푸드점 종업원 뺨 수차례 때린 30대 女

“침몰 피해자들 기름 뒤덮여” 헝가리 경찰 구조상황 증언

경찰 “구속된 주거침입 강간미수범, 문 앞서 10분간 협박”

경찰, 오산 모텔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검거 …33세 A 씨

숨진 7개월 딸 라면박스에 방치…경찰, 부모 ‘사체유기죄’ 검토

제주 펜션서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조선

'오산 모텔 살인' 15시간 만에 30대 男 체포…경찰 "범행 동기 추궁

‘오산 모텔 살인’ 30대 남성 범행 시인…“당일 채팅으로 만나 다퉜다"

경찰 총경 승진자, 성평등 교육 태도 불량 논란…"사실관계 조사중"

경찰, 외할머니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 손녀 검거

중앙

경찰, 오산 모텔서 20대여성 살해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양손으로 맥도날드 여성 종업원 뺨 때린 30대

전 남편 살해 30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바다에 버렸다"

전 남편 살해 30대 혐의 인정, 석달 전엔 아들 의문의 질식사

제주 전남편 살해 30대 여성 신상공개 검토

헝가리 경찰 "침몰 피해자들 온 몸에 기름 뒤덮여"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705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977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483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18868/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0745/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433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68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15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099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913.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47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45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79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05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92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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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한국판 ‘왕좌의 게임’ 될까

미중 무역전쟁에 쏠리는 세계의 눈···국제방송 시청열기 덩달아 상승

사회학을 하는 좌뇌, 시 쓰는 우뇌로 바라본 세계...냉철하고 따스한 심보선 시인 에세이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오마이

늙고 병드는 몸에 지친 당신을 일으켜 세울 말

비판없이 읽었다가 '꼰대' 되기 딱 좋은 이분의 말

한겨레

[첫방 어땠나요] 아직은 낯선 ‘아스달 연대기’

BTS “에~오” 외치자 런던 웸블리 아미들 “에~오” 화답

CNN “미국 무너뜨린 BTS, 비틀스보다 더 대단한 성취”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2124005&code=9608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531001&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1801011&code=9602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95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684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896416.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6283.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6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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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영화 ‘기생충’이 15세 관람가? 등급 논란…“영등위원들 정했다”

조선

'기생충' 호평…난데없는 4년 전 외국인 영상 화제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899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3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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