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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 화요일,
2019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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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6달 동안 50만원씩 준다

경향

‘경제’로 승부수 던진 황교안…캠프는 ‘강경 보수’

오마이

3기 신도시 발표… 일산 집값은 정말 폭락했을까

조선

中당국자 사드 사태 거론하며 "미·중 갈등 속 한국 올바른 선택해야“

중앙

JTBC, 비지상파 최초로 2026~2032년 올림픽중계권 따냈다

동아

잠수수색서 4번째 시신수습…“선체 유리창문에 낀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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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58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1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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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 조중동 : <중국> v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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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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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조선의 사랑에 힘입어 <미국>(1위), <중국>(2위).

<발견>된 희생자의 <시신>들...

<대통령>(4위), <북한>(5위), <정부>(9위), <한국>(10위).

조선과 동아는 관심 적은 <김학의>(6위) <수사>(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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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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기업>

5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기업 잘못 투자 손실 더 이상 못 참아” 소액주주 권리 찾기 ‘붐’

1분기 성장률 -0.4%, ‘역성장 폭’ 커졌다

200만명 대출·연체 등 ‘금융 빅데이터’ 4일부터 민간 공개

KT가 대주주 못 되면 케이뱅크 자본 확충 어려워진다고 '특례법' 손보나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에 비상대책반 운영 “20년 연식 제한은···”

냉장고를 레고블록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한다

서울개인택시 “자체 플랫폼 운영”…‘카카오·타다’에 맞불

애플 ‘더 빠르고 잘 보이게’ 새 운영체제 공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법 개정 땐 KT·케이뱅크 혜택 가능성

임금노동자 몫,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정부, 재생에너지 ‘기업 직접 구매제’ 검토…한전 독점 깨지나

지난해 기업 32% 영업익으로 이자 못 내···안정성은 개선

오마이

3기 신도시 발표… 일산 집값은 정말 폭락했을까

한겨레

“정부주도 통계 한계 있다”…‘민간 벤처투자협의회’ 출범

1분기 실질 국민소득 -0.3%…2018년 노동소득분배율 63.8%

누진제 개편안 살펴보니…전기 많이 쓰는 가구에 혜택 쏠려

멜론 수사로 발등 불 떨어진 카카오…‘효자매출’ 어쩌나

배달앱 입점업체 절반 “할인·배송 책임에 관한 서면 기준 없다”

삼성 수뇌부 줄줄이 구속 위기…이재용 ‘투자 홍보’로 난관 돌파?

서울~광명·행신 KTX 40% 할인…5천원에 탄다

애플 새 iOS는 ‘다크모드’…아이튠즈 18년 만에 이별

정부, 면세 한도 상향 검토…이달 안에 발표

정부,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폐지 논의 시동

취향따라 ‘레고’처럼 냉장고를 조립한다…삼성 ‘비스포크’ 출시

터보 엔진 ‘신형 티볼리’ 출시…1678만~2535만원

http://saesayon.org/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809001&code=92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37015&code=92010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32108005&code=9203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806001&code=9203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429001&code=92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36005&code=9204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29005&code=920501&med_id=khan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006001&code=92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31005&code=92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37025&code=92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208015&code=920501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556001&code=9203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588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9656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542.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650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96592.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96564.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48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559.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9654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63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664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606.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896568.html


이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6.4 오후 |

경제면(동아, 중앙,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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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무방비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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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강성부펀드, 한진칼에 소송 제기…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등

건설사, 타워크레인 파업에 “저층공사로 임시대응”…장기화엔 속수무책

중산층, 한푼 안쓰고 모으면 서울 내집 장만에 14.1년…소득보다 높은 집값

조선

17살에 기차 처음 본 中 산골소녀, 미디어 벤처 기업가로 성공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 정부 기본계획 확정

강성부펀드, 한진칼에 경영권 분쟁 소송제기

돈 얽힌 이해관계와 정부 실책이 타워크레인 파업 촉발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美 규제당국, IT 공룡 기업 정조준…주가 폭락하며 증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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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AI가 모는 '벌떼 드론' 실전배치… 한국은 무방비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카드… 적자 한전에 3000억 또 떠넘기기

지상파 DMB 때문에…韓 만든 ATSC 3.0 국내서 외면 美 '각광'

중앙

강성부펀드, 한진칼 경영권 분쟁소송 제기..."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근거 뭐냐"

타워크레인 2500대 멈추자, 일용직 일당도 날아가버렸다

화웨이, 韓부품 12조원 수입…미·중 난타전에 국내기업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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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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잘 고르라는 <중국>

7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미국에 ‘유커’로 반격한 중국

중국은 인터넷·광장 전방위 통제…‘침묵의 톈안먼’

폼페이오 “중국, 반대 용인 않고 언제든 인권 유린”

한겨레

미, ‘천안문 30돌’ 맹비난…중, 미국 여행 주의보로 맞불

미국에 ‘유커’ 카드 꺼내든 중국

중국 당국자 “미-중 무역전쟁서 한국 올바른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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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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첫 주, 당연히 <북한>...

8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RFA “北서 돼지열병 감염 돼지, 소시지로 헐값 유통”

文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마음 보듬는 정부 될 것”

美 국방부 “北, 인도태평양 안보 위협…필요시 군사적으로 억제”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지 한 달…軍, 여전히 “분석 중”

北, 정상회담 제안 日에 “낯가죽 두텁다”

北화물선 압류한 美 초강수 행보에 숨겨진 의도는?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이명박 前대통령, 해외행사 초청받아…보고타 포럼 “완벽한 기조연설자”

한국인에 ‘재키챈’ 인종차별… 美스무디킹 매장 2곳 폐쇄

한미 국방회담 ‘北 탄도미사일 여부’ 언급안해

黃 ‘단독 회동’ 수용한 文대통령…이제는 “5자 vs 3자” 막판 신경전

조선

RFA "北, 돼지열병 걸린 돼지들 소시지 공장에 헐값 판매"

文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에 재집권 축하 전화…"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北 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

中, 美·中 갈등 속 ‘유커 무기화’…美 교육 이어 ‘여행 주의보’ 발령

中, 美의 ‘무역백서’ 공격에 “흑백 뒤집어 억지 주장한다”

중앙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책임 묻겠다"

北 ‘싱가포르 회담’ 1주년 담화…“美 셈법 바꾸고 요구 화답해야”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533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974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432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413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2565/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866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2141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474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255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479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25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361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43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62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3520.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33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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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검찰>의 의지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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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형사재판 받을 듯…가정법원, 검찰 송치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수사할수록 잔혹···사체 손괴·은닉 혐의 추가

“김학의 수사 부실·윤중천 리스트 혐의점 못 찾아”…‘검찰 과거’는 덮은 수사

김학의,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또 다른 부정행위’ 확인

오마이

'김학의 수사 뭉갰다' 의심받던 곽상도, 무혐의 받은 이유

돌고돌아 내린 결론 '동영상 속 김학의, 성범죄는 아니다' 

한겨레

검찰 “한상대 전 총장 유착 단서 없다” 수사 불가 결론

김학의 성접대·뇌물로 기소…검찰 부실수사는 ‘공소시효’ 지나 수사 못해

김학의 수사 출발 ‘별장 동영상’ 의혹 해소 하나도 못했다

김학의·윤중천 빼곤 모두 무혐의…‘제 식구 감싸기’ 셀프 면죄부 준 검찰

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배임 의혹 수사하라” 검찰 고발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20501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84500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23400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227005&code=9403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13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99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2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55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5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4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5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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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험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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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단독]이혜훈 의원 고소했던 6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도 결국 미궁…“증거가 없다”

‘초오’ 명태국에 넣어 끓여먹은 70대 사망…초오는? 사약 재료

“암 치료하려다 사망할수도”…‘살구씨’ 온라인 불법유통 주의보

국과수 “7개월 영아 반려견이 할퀴어 사망한 것 아냐”

다뉴브강서 한국인 남성 시신 잇따라 2구 발견

외할머니 살해 손녀, 흉기까지 미리 구매 “혼자죽기 억울해…”

잠수수색서 4번째 시신수습…“선체 유리창문에 낀채 발견”

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시신 유기 추정 장면 CCTV 포착…수색 난항

제주 전남편 살해 30대 의붓아들, 청주 온지 수일 만에 숨져

조현병 운전자 역주행 사고, 예비신부도 희생…“차에서 청첩장 다량 발견”

조선

'제주 前남편 살해' 30대 구속…경찰, 실명·얼굴 공개 검토

[단독]‘인천 영아 사망' 매정한 父…"2주전 유모차 방치, 친구가 한 일"

금방 뒤집힐 '말'만 믿고...과거사위, 의혹 제기했다 줄소송

다뉴브강 다리 아래서, 침몰 102㎞ 지점서…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발견

부모는 "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는데 국과수는 "사망 원인은 아니다"…인천 7개월 영아 사건 의문

前남편 살해 전 '니코틴 치사량' 검색…30대女, 약물 투여 후 범행 '완전범죄' 노렸나

조현병 환자 고속도로 역주행...3살 아들, 예비신부 등 3명 사망

카페 직원에 종이 던진 민주당 시의원 '갑질' 의혹…상대방이 시의원 고소

現重 노조원들, "왜 파업 참가 안하나" 직원 폭행 혐의 입건…"오토바이 수십대로 창고도 막아"

중앙

'전남편 살해' 30대, 살인·시신처리까지 계획 정황 포착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 남성, 김학의 맞다”…검찰 수사단 결론

"국방색 티셔츠 입은 시신, 선체 문 유리사이서 발견"

"사망 7개월 영아, 한달 전 문밖 방치된 채 울어 주민이 신고"

[속보] "헝가리서 시신 추가 발견…강 하류 발견 시신은 한국인"

100억원 ‘공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인터넷 카페지기

3번째 수사 만에 재판 넘겨진 김학의…성범죄 혐의는 빠져

개가 할퀴어 숨졌다더니 "사인 미상"···인천 영아 의문의 사망

이번엔 '돈세탁 의혹' 휘말린 양현석···YG는 묵묵부답

재수사로도 못 밝혀 낸 ‘남산 3억원’...이백순 신상훈 위증 혐의로 기소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3/95831451/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5308/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6375/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215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2582/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50902/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7255/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5054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4221/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286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4287/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43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98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49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31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31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324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1476.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56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592.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63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4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0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3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39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950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26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55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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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대>가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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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왕희지의 재림'… <삼국사기> 기록을 뒤집을 신라 명필 김생의 진짜 글씨가 출현했다

[백승찬의 우회도로]'기생충'은 무엇을 말하나

[여성,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6)슬픈 가족사 털어 놓듯…‘세상 변화 이끈 여성들’ 작품으로 쏟아내다

NCT 127, ‘빌보드 200’ 11위 쾌거···“BTS 다음 최고 기록”

박근형이 읽은 ‘샤일록’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세월호 전시 도록 이어 도서관 소식지도…김경주 시인, 추가 대필 시인 “뼈아픈 후회”

오마이

"술 한 잔 생각나는 작품? 영광", 김래원 대만족한 이 영화

"최순실-박근혜 녹음파일 또 없냐고요? 추가 취재중입니다" 

52시간 준수 '기생충'과 함께, 기립박수 받아야 할 사람들

결국 눈물 떨군 유시민 "10여년 전, 지금 생각해도 악몽" 

봉준호 영화 촬영 현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진풍경' 

양희은의 20년 짝사랑, '여성시대'가 만든 연대의 힘

한겨레

“아픔의 시대 서기였던 ‘부친 최인훈’ 삶과 문학 남기렵니다”

송강호 “‘기생충’ 기택은 자본주의서 생존하기 위한 연체동물”

양희은 “여성·남성 시대 없는 ‘사람의 시대’ 올 때까지 진행하고파”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502001&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442001&code=96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20005&code=9602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1047001&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124005&code=96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42255005&code=9602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1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37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8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7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0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109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96662.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96560.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6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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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건축계의 ‘봉테일’… 영부인 재클린의 마음을 사로잡다

낯선 세계관, 익숙한 캐릭터… 한국형 판타지 통할까

뮤지컬 ‘자막’ 누가 만들까? 어둠속에서 땀흘리는 또 다른 배우

이수경 “결혼? 꼭 해야 하나 싶어…일에 열정”

이하이, 신곡 ‘누구 없소’로 6일째 음원 차트 1위

조선

'어린왕자'는 라일락향? 文學, 향기를 만나다

'초록빛 식탁' 꿈꾸는, 난 부엌의 혁명가

좁은 원룸 벗어나 '동네 거실'로 마실 가볼까

중앙

[알림] 제6회 중앙학생시조백일장

1년 6개월 동안 번 유튜브 수익 2200만원 기부한 김나영

창원 현동서 아라가야 시대 최대 규모의 부부묘 발견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닮은 듯 다른 엘튼 존의 '로켓맨'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524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294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6103/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3860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4/95842159/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0/201807300002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20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0/2018073000015.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6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3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799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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