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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활약, <류현진>
메인뉴스 모아보기 | 2019.6.5 오후 9:57 기준

류현진이 9승을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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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비율 36%로 떨어져…‘40% 논란’ 헛소동 드러나

경향

여성 점검원 성추행 피해 대책이 호루라기?

오마이

"김정일이 변장하고 도쿄에", 그 황당한 오보는 왜 나왔나

조선

[단독인터뷰] 국민엄마 김혜자의 눈물 "미투라니?… 세상이 사람들이 괴물같다“

중앙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외친 날, 미국이 한 말

동아

‘젊음’ 되찾아주는 회춘약(回春藥), 근육을 키워라[양종구 기자의 100세 시대 건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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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 × 조중동 : <문재인>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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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9승 달성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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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타이틀 단어 빈도(Term Frequency)

조중동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미국>(1위),

그곳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2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문재인>(3위) <정부>(10위).

여러 <논란>(4위)과 의혹(8위)과 이유(9위).

한국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국>(5위).

세상의 반은 <여성>(6위).

등원하셔야지요, <한국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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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적자, <타워크레인> 노조

5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속보] 타워크레인 노조, 오후 5시부터 파업 철회···국토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83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

기재부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올해 600억 달러 흑자예상"

오마이

2000여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진짜 이유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반도체 등 수출 줄어

한겨레

급증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일자리 위기감

수출 둔화로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경기 하방 압력 커지나

타워크레인 파업 종료…노·사·민·정, 안전대책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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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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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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7년만의 경상적자’ 韓경제 구조적 문제점 ‘경고장’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예고, 내년부터 세금 인하…소주는?

국산캔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예고…‘홈술’ 열풍 더 거세질듯

타워크레인 파업 종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조선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왜 생맥주 세금만 올리나" 영세 호프집들 '한숨'

17살에 기차 처음 본 中 산골소녀, 미디어 벤처 기업가로 성공

린다 뎀지 美제조협회 전무 "불공정한 中 관행 바로 잡아야"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전환…수입·생맥주에 붙는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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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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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총파업 끝났다…노·사·민·정, 안전대책 논의하기로

중앙

"마이너스 수출은 중국 수출 감소가 원인"...철강화학 등

[최준호의 사이언스&] 50년만에 부활한 미국 달 탐험, 이젠 여성 우주인이 간다

국산맥주 '4캔 1만원' 50년 만의 주세 개편 결과

삼성전자, 中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서도 생산직 구조조정 시작

세계경제 먹구름 몰려온다…믿었던 경상수지마저 적자, 한국 경제 어디로

타워크레인 2500대 점거 이틀 만에 풀었다

해리스 美대사 "5G보안 동맹국에 영향, 신뢰할 공급자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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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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대통령>, 딴죽거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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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감사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 감사 않기로 결정

문 대통령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운행 계획”…‘복심’ 김경수 경남지사와도 조우

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첫발’

빨강서 분홍색으로…한국당 ‘밀레니얼 핑크’ 바람

오마이

황교안 러브콜에 유승민 "한국당 개혁보수 가능성 없다" 일축

한겨레

‘패스트트랙’ 한달여만에 열린 정개특위…한국당만 반발

“국회 파행은 대통령 책임”…한국당, 3당대표·일대일회동 고집

문 대통령-5당대표 회동 무산…청와대 “뭘 더해야” 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 “4년내 미세먼지 30% 이상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 첫 대북지원, 대화 물꼬 다시 트나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청와대 “한국당에 5당대표 회동·일대일 회동 동시 제안”

한국당, 강경 막말주의보 “공천 감점·부적격자 분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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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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의혹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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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나이키사가 남긴 교훈”…北 인권 개선은 곧 생산 환경 개선으로?

러시아 전투기, 3시간동안 3번이나 美초계기 진로방해 비행

美국무부 “北 불법활동 제보하면 최대 59억원 준다”

北, 대집단체조 공연 ‘인민의 나라’ 일시 중단…“김정은 불만 때문”

석방된 ‘복심’ 김경수 지사 만난 文대통령…오랜 ‘케미’ 눈길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 美하원서 빠졌다

中기업들, 美관세 피해 “가자, 베트남으로”

조선

감사원, 文대통령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안한다

文정부 첫 대북 지원...내주 800만 달러 국제기구로 송금

美 해리스 "신뢰받는 5G 공급자 택해야"…화웨이 협력중단 촉구

美상원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 하원 법안엔 빠졌다

서해에 뜬 美7함대 '버솔프함'… 北불법환적 감시

중앙

감사원,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안 한다

文이 수소차에 꽂힌 이유는...반도체ㆍ바이오 이어 미래차도 직접 홍보

文정부, 800만 달러 첫 대북 인도적 지원···쌀도 추진 중

청와대, “북한 사과 받아내야” 유족 발언 브리핑서 뺀 까닭

트럼프 방한 앞두고 재등장한 北 ‘위성발사’ 보도… 장거리 미사일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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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8953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551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1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3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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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본분, <현실> 드러내기

9

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검찰 조사 받았다

‘내란음모’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양승태 대법원이 불법 재판”

‘오너 일가 재산관리’ 삼성전자 부사장 삼바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

“현실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없다”

모텔서 함께 투숙한 여성 몰카 찍은 경찰 간부

여성 점검원 성추행 피해 대책이 호루라기?

최순실 측근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체포···삼성-최씨 말 거래 관여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자료 유출 혐의' 서기관 대기발령

황하나씨 ‘마약 혐의’ 상당부분 인정

오마이

'김학의 수사 뭉갰다' 의심받던 곽상도, 무혐의 받은 이유

'이석기 내란사건' 재심 청구 "불법재판 사례 차고 넘쳐" 

"몸이 아파도 말 안해요"... 제조업 내 성차별 현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차별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단독]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 민간인 학살 주범" 입증 문서 발굴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배상, 여야 의원 힘 모았다

나만 몰랐을까? 수국 색깔이 변하는 이유

내년은 노근리사건 70주년... "미군에 의해 고의적으로 학살" 

박원순 "전 세계 아미들이 '5.18' 알게 된 현실 놀랍다" 

일제가 죽인 1039마리 반달가슴곰... 곰을 '복원'해야 할 이유

임신한 지적 장애여성이 의사에게 들은 말 "낳으시게요?" 

주저하는 부하 다리에 사격... 3200명 학살하고 승승장구한 군인

한겨레

[속보] 다뉴브강 하류 50km서 한국인 여성 추정 주검 1구 수습

‘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회 의원 1심 집행유예

“성평등 강의 불성실 ‘경찰 치안정책과정’, 해외연수보고서도 표절”

“인간화 실현된 세계야말로 예수의 하느님나라”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KT 전산센터 압수수색

박근혜 청와대는 ‘김학의 동영상’ 몰랐다? 경찰 ‘엇갈리는 진술’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최고 경신…5월 414.7ppm

핵심참고인 조사않고…검찰, 김학의 사건 또 ‘부실수사’

현실에 ‘조장풍’은 없다…근로감독관 되레 갑질

http://saesayon.org/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740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521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011001&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735011&code=9407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60300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2127005&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60301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708001&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158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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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025433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5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3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48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48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89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4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3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3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2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18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83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81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736.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9670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75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89.html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9678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8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67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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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논란> 많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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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늦어져…6일에나 가능할 듯, 왜?

“혼자 죽기 억울해” 외조모 흉기 살해 19살 손녀 구속영장 발부

회사 선배의 약혼녀 성폭행·살해 혐의 30대 검찰 송치

조선

'90분에 1550만원'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에 지역 정치권 비판 거세

'인천 영아 사망' 엄마 친구도 올해 9개월 아들 숨져…경찰, 연관성 조사

"49세 이상은 거절"...노시니어존 식당에 '논란'

"나체사진 유포하겠다"...내연녀 협박 현직 경찰 집행유예

"순천 30대男, 성폭행 피하다 추락 선배 약혼녀 집으로 끌고 와 목 졸라 살해"

"여배우 협의 없이 신체 만지게"...봉준호 과거 인터뷰 '논란'

경찰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몰카까지...112 신고로 덜미

급소에 손전등 비추기도…'무단침입 음란男' 영상 논란

문무일 "검찰도 경찰처럼 자치검찰제 도입해야"

중앙

'가는 곳마다 시신 버렸다' 경찰이 고유정 신상공개 결정한 이유

"재정 열악한데"···대전 대덕구, 김제동 1550만원 강연 논란

"혼자 죽으려니 억울했다"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20여시간 밤샘 검찰 조사

“김제동 선호도 1위? 순위 매기지 않았다”

검찰,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 KT 분당사옥 압수수색

경찰이 고유정 얼굴 공개 내일로 미룬 속사정

바른미래당도 "김제동 '2시간 1550만원' 강연 취소하라"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본 고유정의 잔혹 살해 동기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291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429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2769/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200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269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756.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25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92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58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229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65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2234.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14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3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40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54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49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50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387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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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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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경향

[공원국의 세계의 절반, 유목문명사](16)‘고려 사나이’ 함보가 만든 배상법, 부족 간 ‘복수혈전’을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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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시즌 세 번째 안타···주자 아웃으로 타점은 무산

안영미, ‘라디오스타’ 12년 만에 첫 여성 MC 발탁

오마이

'시즌 9승' 상승세 류현진, '체이스 필드 악몽' 떨쳤다

"'게임중독'이 근거 부족? 그러면 '알코올중독'도 불가능" 

"중독이면 금단 증상 있어야... 게임 질병 분류, 이해 부족" 

한겨레

류현진 6월에도 흔들림 없었다…7이닝 무실점 9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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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2144005&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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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1401001&code=980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51809001&code=96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3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64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975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896731.html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6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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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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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동아

‘9승’ 류현진 “난 파워피처 아냐…경계에 던져 땅볼 유도”

‘사이영상 꿈 아냐’…3실책도 막지 못한 류현진의 괴물투

7이닝 무실점 류현진, 9승+ 방어율·다승 ML 1위…야구팬 “주모~”

류현진 체인지업에 애리조나 우타 라인업 ‘땅볼 무덤’으로

美 언론 “류현진, 방사능 거미에 물렸나…부상 후 특별한 힘 생긴 듯”

벨린저 아니나 다를까…오늘도 류현진 승 ‘특급 도우미’

조선

다저스 100년 역사에 처음…류현진 활약에 레전드 강제 소환

류현진, 6월에도 '몬스터 모드'…7이닝 무실점 완벽투로 9승

중앙

'소년 가장 출신' 류현진, 동료들 실책 덮었다

FA 류현진 연봉? “3년간 최고 6000만 달러 이상” 관측

동료 실책에도 꿋꿋한 류현진, 시즌 9승 달성

http://saesayon.org/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3832/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0070/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59133/2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59236/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0037/1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605/9586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71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511.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176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788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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