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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greenhouse 온실 greenhouse

2 trash 쓰레기 trash

3 so-called 소위, 이른바 so-called

4 cut down on ~을 줄이다 cut down on

5 single-use 1회용의 single-use

6 spill 흘리다, 쏟다; 유출 spill

7 eco-friendly 친환경적인 eco-friendly

8 recyclable 재활용할 수 있는 recyclable

9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protect

10 eco-bag 에코백, 친환경 가방 eco-bag

11 planet 행성 planet

12 banner 현수막, 플래카드 banner

13 make every effort 온갖 노력을 하다 make every effort

14 consume 소비하다 consume

15 grocery 식료품 grocery

16 guilty 죄책감 드는, 유죄의 guilty

17 solution 해법, 해결책 solution

18 waste 낭비하다; 낭비; 쓰레기 waste

19 leftover 남은 음식 leftover

20 connect 잇다, 연결하다 connect

21 exotic 외국의, 이국적인 exotic

22 hole 구멍 hole

23 preserve 지키다, 보호하다 preserve

24 private 사유의, 개인의 private

25 property 재산, 소유물 property

26 seek 찾다, 구하다 seek

27 co-exist 공존하다 co-exist

28 self-sustainable 자가 유지 가능한 self-sustainable

29 eco-fashion 에코 패션, 친환경 패션 eco-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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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fabric 직물, 천 fabric

31 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manufacture

32 organically 유기적으로 organically

33 transportation 수송, 운송 transportation

34 diagram 도표 diagram

35 garment 의복, 옷 garment

36 second-hand 중고의 second-hand

37 distribution 분배, 분포 distribution

38 browse 둘러보다, 훑어보다 browse

39 mall 쇼핑몰 mall

40 pastime 취미 pastime

41 access 접근하다, 이용하다 access

42 bargain 싸게 사는 물건 bargain

43 current 현재의, 지금의 current

44 fiber 섬유소, 섬유질 fiber

45 at the sam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

46 resist 저항하다 resist

47 thrill 황홀감, 흥분, 설렘 thrill

48 trend 동향, 추세 trend

49 carbon 탄소 carbon

50 footprint 발자국 footprint

51 sustainable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52 be known as ~으로 알려지다 be known as

53 be surrounded by ~으로 둘러싸여 있다 be surrounded by

54 take responsibility for ~을 책임지다 take responsibility for

55 in fact 사실 in fact

56 dig out ~을 찾아내다 dig out

57 earn (돈을) 벌다 earn

58 alter 바꾸다, 고치다 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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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mend 수선하다 mend

60 can afford to ~할 여유가 있다 can afford to

61 keep in mind 명심하다 keep in mind

62 make do 임시변통하다 make do

63 attempt 시도하다 attempt

64 discount 할인 discount

65 experiment 실험 experiment

66 force 힘, 세력 force

67 launch 발사하다, 시작하다, 
출시하다 launch

68 material 재료, 옷감 material

69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in the meantime

70 promote 홍보하다, 장려하다 promote

71 renewable 회복할 수 있는, 계속 
가능한 renewable

72 sew 바느질하다 sew

73 shade 그늘, 색조 shade

74 bamboo 대나무 bamboo

75 retail 소매 retail

76 be made from ~으로 만들어지다 be made from

77 come up with ~을 내놓다, 제안하다 come up with

78 charity 자선단체 charity

79 scene 장면 scene

80 reward 보상 reward

81 wardrobe 의상, 옷장 wardrobe

82 do without ~없이 지내다 do without

83 royal 왕실의 royal

84 scholar 학자 scholar

85 electricity 전기 electricity

86 tap 수도꼭지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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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plug (전기) 플러그; 플러그를 
꽂다 plug

88 make a difference 영향을 미치다 make a difference

89 turn off 잠그다, 끄다 turn off

90 handle 손잡이 handle

91 make ~ out of … …으로 ~을 만들다 make ~ out of …

92 remain 여전히 ~이다, 남다 remain

93 tie 묶다 tie

94 fringe 술 fringe

95 sleeve 소매 sleeve

96 advance 발전 advance

97 electronic 전자의 electronic

98 explore 탐험하다 explore

99 scratch one's head 고심하다 scratch one's head

100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s well as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