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bulary
Dominate
Custody
Deposition
Allege
Extramarital
Routinely
Business associates
On a leave of absence
Condemn
Media circus

Pile on
Categorically
Deny
Allegation
Launch a judgment
Tabloid

(v) (특히 불쾌한 방식으로) 지배하다; (어떤 장소에서) 가장 크다
(n) 양육권, 보호권; 양육, 관리
(n) 증언 녹취록
(v) (증거 없이) 혐의를 제기하다
(adj) 혼외(婚外)의
(adv) 일상적으로
(n) 사업 동료, 동업자
(expression) 휴직 중
(v) (보통 도덕적인 이유로) 규탄하다
(expression) colloquial metaphor, or idiom, describing a news event where
the media coverage is perceived to be out of proportion to the event being
covered, such as the number of reporters at the scene, the amount of news
media published or broadcast, and the level of media hype. The term is
meant to critique the media, usually negatively, by comparing it to a circus,
and is considered an idiom as opposed to a literal observation. Usage of the
term in this sense became common in the 1970s.
(expression) 급격히 불어나다
(adv) 절대적으로, 단언적으로, 명확히
(v) (무엇을) 인정하지 않다, 부인하다
(n) (증거 없이 누가 부정한 일을 했다는) 혐의 (동사 allege)
(expression) to set going; initiate – 본문에서는 ‘비판을 시작하다’로 해석
(n) 타블로이드 신문(흥미 위주의 짤막한 기사에 유명인의 사진을 크게 싣
는 것이 특징); 찌라시

Scrounge around
Tidbit
String together

(expression) ⋯을 얻어먹으려고 다니다
(n) 재미있는 이야기, 토막 뉴스
(expression) 연결하다[결합시키다](단어들을 결합시켜 문장을 만드는 데 대
해 씀)

Persevere
Attest
Lurid
Baseless
Dredge [smth] up

(v) 인내하며 계속하다, 인내심을 갖고 하다
(v) (법정 등에서) 증언하다
(adj) 충격적인, 끔찍한
(adj) 근거 없는
(expression) (잊고 있던 일, 특히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들먹이다
[들추다]

Fabricate
Assault
Endure
Devoid
Penalty
Track record
Compliance

(v) (거짓 정보를) 날조하다
(v)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가하다; (몹시) 괴롭히다
(v)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adj) ~이 전혀 없는
(n) 처벌, 형벌; 벌금, 위약금
(n) (개인·기관의 모든) 실적
(n) (법·명령 등의) 준수; (명령 등에) 따름

Integrity
Prosper
Tenacity
Humility
Predicament
Step back
Gauge
Solidarity
Rampant
Fabrication
Anticipate
Truth comes in a jar

(n) 진실성
(v) 번영하다
(n) 고집; 끈기; 강인함; 완강, 불굴, 집요
(n) 겸손
(n) 곤경, 궁지
(expression) (~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다
(v) (특히 남의 기분·태도를) 판단하다[알아내다]
(n) 연대, 결속
(adj) 걷잡을 수 없는, 만연하는
(n) 꾸며낸 것, 거짓말; 위조(물), 위조 문서(forgery)
(v) 예상하다
(expression) Jar은 drug test의 결과를 의미함. Truth comes in a jar –이라는
숙어는 없습니다.

Titillating
Guidepost
Distorted

(adj) 흥을 돋우는, 기분 좋게 자극하는
(n) 길표지, 도표(道標), 이정표; 지침(guideline)
(adj) 비뚤어진; 곡해된, 왜곡된; 기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