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cabulary 
Scrappy (adj) 허접스러운 
Merge with (v) ~와 통합, 합병되다 
Eureka moment (expression) a moment at which a person realizes or solves something 
Pain in the ass (expression) (idiomatic, slang, ) Something or someone that causes discomfort or 

frustration 
Screeching (adj) 새된 소리를 지르는; 술에 취한 
Premium placement (expression) 프리미엄 가격에 더 좋은 위치에 광고를 보여주는 것 

Commission (n) (위탁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 
Scalable (adj) (크기·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Push [someone] off (expression) to apply pressure to and force someone or something off someone or 

something. (Of is usually retained before pronouns.) e.g. He continued to come at me, 
but I managed to push him off me and escape. I pushed off the attacker. 

Keep open (expression) retain rights to 
Guerrilla (adj) 게릴라 
Bootstrapped (adj) relying entirely on one's efforts and resources; 허리띠를 졸라맨 
Paid off (expression) 성공하다[성과를 올리다] 
Aggressively (adv)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공격적인 
Close capital round (expression) close nth round는 n번째 투자를 유치하다로 해석 

Hyperlocal (expression) hyper+local; 굉장히 지역적인 

Afford (v) (…을 살·할·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다 
Drive awareness (expression) 인식을 늘리다; drive---to send, expel, or otherwise cause to move by 

force or compulsion: to drive away the flies; to drive back an attacking army; to drive 
a person to desperation. 

Transit hub (expression) Transit은 환승; hub는 (특정 장소·활동의) 중심지, 중추. 서울역 버스 
환승장같은 곳을 뜻함 

Susceptible (adj) ~에 약한; …을 허용하는; …할 수 있는 
Staple (n) 주된, 주요한 (것) 
Plaster (v) (그림·포스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다 

Loath (adj) ~하기를 꺼리는 
Consistently (adv) 일관하여, 지속적으로 
Resounding (adj) 굉장한, 완전한 
Optimize (v) …을 최대한 좋게 만들다; 최적화하다 
Jammed (adj) (막히거나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Diner (n) (보통 음식 값이 싼) 작은 식당 
Coup (n) (힘든 일의) 성공, 대단한 성취 

Proactively (adv)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Tick (v) 시계 등이 째깍[똑딱]거리다; 여기서는 회사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을 의미 
Evolve (v) (점진적으로) 발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