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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단어 뜻 영어단어 뜻

1 be all the rage 엄청나게 유행하다 be all the rage

2 promote v. 홍보하다; 촉진하다 promote

3 promotion 홍보; 승진, 진급 promotion

4 eco-friendly a. 친환경적인 eco-friendly

5 green 친환경적인 green

6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make sense

7 unplug v. 플러그를 뽑다 unplug

8 innovator n. 개혁자, 혁신자 innovator

9 take on (일 등을) 맡다, 책임지다 take on

10 chances are 아마 ~일 것이다 chances are

11 throw ~ away ~을 버리다 throw ~ away

12 Dutch a. 네덜란드의 Dutch

13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be full 
of) be filled with

14 pavement n. 인도, 보도 pavement

15 community n. 지역 사회, 공동체 community 

16 transparent a. 투명한 transparent

17 reveal v. 드러내 보이다 reveal

18 landfill n. 쓰레기 매립지 landfill

19 global a. 전 세계의; 전반적인 global

20 annually ad. 매년, 해마다 annually

21 waste v. 낭비하다 n. 쓰레기 waste

22 found v. 설립하다 found

23 tackle v. (문제 등을) 다루다,
(힘든 문제와) 씨름하다 tackle

24 distribute v.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distribute

25 disposable a. 일회용의 disposable

26  disposables 일회용품들  disposables

27 massive a. 대량의, 엄청나게 큰 massive

28 dispose of ~을 없애다, ~을 처분하다 dis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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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rive v. (~을 하도록) 몰다; 
추동하다 drive

30 novel a. 새로운, 참신한 novel

31  novelty 참신성  novelty

32 edible a. 먹을 수 있는 edible

33 structure n. 구조(물) structure

34 soaked a. 흠뻑 젖은 soaked

35 mess n. 지저분한 것,범벅이 된 
음식 mess

36 photocopy n. 복사(물) v. 복사하다 photocopy

37 font n. (인쇄 등에 쓰이는) 서체 font

38 ruin v. 망치다 n. 몰락, 파산 ruin

39 readability n. 가독성, 읽기 쉬움 readability

40 perspective n. 관점, 시각 perspective

41 entire a. 전체의, 온 entire

42 adopt v. (방식을)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adopt

43 adapt (상황에)적응하다 adapt

44 activist n. 운동가, 활동가 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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