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charge 26 portray 

2 reduce 27 channel 

3 assume 28 scrap 

4 charity 29 awful 

5 require 30 hinder 

6 odd 31 hurt 

7 exchange 32 host 

8 include 33 submit 

9 complete 34 inhibit 

10 upset 35 priest 

11 shelter 36 imitate 

12 raise 37 consensus 

13 relevant 38 capture 

14 federal> 39 advocacy 

15 profit 40 discount 

16 wonder 41 design 

17 base 42 diplomacy 

18 blend 43 rotate 

19 jar 44 prompt 

20 physical 45 hatch 

21 eager 46 evaporate 

22 forefront 47 radiation 

23 pity 48 phase 

24 misery 49 reckless 

25 drown 50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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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make a budget 76 intuition 

52 go for broke 77 layer 

53 break even 78 manual 

54 turn a profit 79 disguise 

55 go to the wall 80 literacy 

56 maintain 81 leather 

57 suffer 82 arrow 

58 observation 83 excerpt 

59 arise 84 streamlined  

60 connect 85 transform 

61 unique 86 boost 

62 encounter 87 foresee 

63 precise 88 quest 

64 circumstance 89 accustomed 

65 accumulate 90 swallow 

66 conservation 91 fatality 

67 constitute 92 conductor 

68 facilitate 93 browse 

69 spatial 94 curse 

70 compliment 95 distress 

71 whistle 96 inherit 

72 applause 97 talented 

73 pervade 98 persistence 

74 shipwreck 99 regain 

75 inquiry 100 water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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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collide 126 disapprove 

102 concise 127 criterion 

103 underlie 128 calculation 

104 prosecutor 129 curiosity 

105 athletic 130 devote 

106 covet 131 pirate 

107 crave 132 swelling 

108 long 133 freshwater 

109 pine 134 chaos 

110 yearn 135 inward 

111 appreciate 136 suddenly 

112 favorable 137 moderate 

113 attempt 138 offend 

114 reject 139 console 

115 perceive 140 delight 

116 ancient 141 valid 

117 measure 142 optimism 

118 consist 143 fluctuate 

119 attribute 144 tedious

120 apology 145 initiate 

121 affluent 146 score 

122 isolated 147 illustration 

123 dread 148 carton 

124 overestimate 149 accommodate 

125 combine 150 en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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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district 176

152 gravel 177

153 foster 178

154 illusion 179

155 conversion 180

156 mediate 181

157 spectrum 182

158 prerequisite 183

159 vanish 184

160 embrace 185

161 pay a tribute 186

162 pay a visit 187

163 pay attention 188

164 pay heed 189

165 pay homage 190

166 191

167 192

168 193

169 194

170 195

171 196

172 197

173 198

174 199

17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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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비용, 책임  청구[부과]하다 26 그리다, 묘사하다

2 줄이다, 축소하다 27 채널, 수로, 해협, 수단

3
가정[추정]하다, (역할 등
을) 맡다

28 조각  (쓰레기로) 버리다

4 자선 단체, 자선, 자비(심) 29 끔찍한, 무서운, 지독한

5 필요하다, 요구하다 30 방해하다, 저해하다, 막다

6
이상한, 홀수의  (pl.) 가
능성, 역경

31 다치게 하다 , 다친

7 교환, 교환하다, 주고받다 32 개최하다  주인, 주최자

8 포함하다, 함유하다 33
제출하다, 복종시키다, 항복
하다

9
완전한, 완성된  완성[완료]
하다

34
억제하다, 방해하다, 금지하
다

10
걱정하는, 속상한  속상하
게 하다

35 성직자, 사제, 신부

11 피난처, 주거지, 보호(소) 36 모방하다, 흉내 내다

12 올리다, 일으키다, 기르다 37 의견 일치, 합의

13 관련된, 적절한, 상대적인 38
잡다, 포획[포착]하다  포획 
포착

14
형> 연방 정부의, 연방(제)
의, 연합의

39 옹호, 지지, 변호

15 수익 [이익]  이익을 얻다 40 할인  할인하다, 무시하다

16 궁금하다  경이(로운 것) 41 디자인, 설계  설계[계획]하다

17  ~을 근거로 하다  기초, 근거 42 외교(술)

18 섞이다, 혼합하다 43
회전[교대]하다, 순환근무를 
하다

19 단지, 병, 항아리 44 즉각적인  자극[유발]하다

20 신체의, 물리적인, 물리학의 45 부화하다, 알을 품다  부화

21
열성적인,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46
증발하다, 탈수하다, 사라지
다

22 맨 앞, 중심, 가장 중요한 위치 47 방사(선), 방사 에너지, 복사열

23 연민, 동정(심), 유감 48 단계, 시기, 국면, 측면

24 비참(함), 고통, 불행 49 무모한, 부주의한, 난폭한

25 익사하다[시키다] 50 응시하다, 빤히 보다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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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예산을 편성하다 76 직감, 직관력

52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
다

77 층 겹

53
수지를 맞추다, 본전치기를 하
다

78
소책자, 설명서  손으로 하는, 
노동의

54 흑자를[이익을] 내다 79 변장하다  변장, 위장

55
(자금 부족으로) 파산[실패]하
다

80
읽고 쓸 줄 앎, 읽고 쓰는 능
력

56 유지하다, 보수하다, 주장하다 81
가죽(제품)  가죽의   ~에 가
죽을 대다

57 경험하다, 괴로워하다, 고생하다 82 화살  화살표로 표시하다

58 관찰, 주시, 발언 83 발췌, 인용  발췌하다, 인용하다

59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84 유선형의, 능률화된

60 연결하다, 연락하다 85 변형시키다, 바꾸다

61 유일한, 독특한 86 밀어 올리다  인상, 밀어 올림

62 (우연히) 만남  우연히 만나다 87 예측하다, 미리 보다

63 정확한, 바로 그  ~ 88 추구, 탐구  추구하다, 탐구하다

64 상황, 정황, 사건 89 익숙한, 습관의

65 (조금씩) 모으다, (재산을) 축적하다 90 삼키다  삼킴, 제비(새)

66 보호, 보존, 관리 91 사망자 (수), 재난

67 구성하다, (법령 등을) 제정하다 92
전도체, 지휘자, 버스의 차장, 
안내원

68 쉽게 하다, 촉진하다 93
둘러보다, 훑어보다, 이것저
것 읽다

69 공간의, 공간에 존재하는 94
저주하다, 욕설하다  저주, 욕
설

70 칭찬, 찬사, 경의  칭찬하다 95 고통, 가난  괴롭히다, 궁핍케 하다

71 휘파람, 호각  휘파람을 불다 96 물려받다, 상속하다

72 박수갈채, 칭찬 97 재주 있는, 재능이 있는

73 만연하다, 널리 퍼지다, 스며들다 98 끈기, 고집, 내구력

74 난파선, 난파  난파[조난]시키다 99 되찾다, 회복하다  회복, 탈환

75 질문, 문의 사항, 조사, 연구 100 방수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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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충돌하다 126 못마땅해하다, 인가하지 않다

102 간결한 127 기준, 표준

103
 ~의 기저를 이루다,  ~의 기초
가 되다

128 계산, 신중한 계획

104 검사, 검찰관, 실행자, 수행자 129 호기심, 진기함

105 운동의, 강건한 130 바치다, 기울이다, 헌신하다

106 (남의 것을) 몹시 탐내다 131
해적, 저작권 침해자  표절해
서 만들다

107 강하게 원하다 132
부푸는, 넘실거리는  부기, 팽
창

108 강한 열망을 가지다 133 민물의, 민물에 사는

109 갈망하다 134 혼돈, 무질서

110 그리워하다 135 안의  내부  안으로, 내부로

111
고맙게 여기다, 감상하다, 진가
를 인정하다

136 갑자기

112
호의를 보이는, 찬성의, 형편이 
좋은

137
조정하다, 완화하다  적당한, 
절제하는

113 시도하다  시도 138
기분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114 거절하다, 거부하다 139 위로하다,

115 지각하다, 인식하다 140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기
쁨

116 고대의, 옛날의 141
타당한, 근거가 확실한, (법) 
유효한

117 재다, 측정하다  치수, 조치 142 낙천주의, 낙관(주의)

118 이루어져 있다, 있다, 일치하다 143
(물가 등이) 오르내리다, 변동
하다

119 ( ~에게) 돌리다  속성 144 지루한

120 사과, 해명 145 시작하다, 입문시키다

121 풍부한, 유복한 146
악보, 20  채점하다, 편곡[작
곡]하다

122 고립된, 격리된 147 실례, 삽화

123 몹시 두려워하다  공포 148 팩, 상자, 마분지

124 과대평가하다  과대평가 149  ~에 편의를 도모하다, 수용하다

125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150 등록하다, 입학시키다, 입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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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지역, 지구  지구로 나누다 176

152 자갈  자갈로 덮다 177

153
(양자 등으로) 기르다, 조장
[촉진]하다

178

154 환상, 환영, 환각 179

155 전환, 용도 변경, 전향 180

156
조정하다, 중재하다  중
재의

181

157 스펙트럼, 범위 182

158
전제 조건, 필요조건  없어
서는 안 될

183

159 사라지다 184

160 얼싸안다, 맞이하다  포옹 185

161 경의를 표하다 186

162 방문하다 187

163 주의하다, 주목하다 188

164 주의 유의하다 189

165 경의를 표하다 190

166 191

167 192

168 193

169 194

170 195

171 196

172 197

173 198

174 199

175 200

8



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charge 비용, 책임  청구[부과]하다 26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2 reduce 줄이다, 축소하다 27 channel 채널, 수로, 해협, 수단

3 assume 
가정[추정]하다, (역할 등
을) 맡다

28 scrap 조각  (쓰레기로) 버리다

4 charity 자선 단체, 자선, 자비(심) 29 awful 끔찍한, 무서운, 지독한

5 require 필요하다, 요구하다 30 hinder 방해하다, 저해하다, 막다

6 odd 
이상한, 홀수의  (pl.) 가
능성, 역경

31 hurt 다치게 하다 , 다친

7 exchange 교환, 교환하다, 주고받다 32 host 개최하다  주인, 주최자

8 include 포함하다, 함유하다 33 submit 
제출하다, 복종시키다, 항복
하다

9 complete 
완전한, 완성된  완성[완료]
하다

34 inhibit 
억제하다, 방해하다, 금지하
다

10 upset 
걱정하는, 속상한  속상하
게 하다

35 priest 성직자, 사제, 신부

11 shelter 피난처, 주거지, 보호(소) 36 imitate 모방하다, 흉내 내다

12 raise 올리다, 일으키다, 기르다 37 consensus 의견 일치, 합의

13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상대적인 38 capture 
잡다, 포획[포착]하다  포획 
포착

14 federal>
형> 연방 정부의, 연방(제)
의, 연합의

39 advocacy 옹호, 지지, 변호

15 profit 수익 [이익]  이익을 얻다 40 discount 할인  할인하다, 무시하다

16 wonder 궁금하다  경이(로운 것) 41 design 디자인, 설계  설계[계획]하다

17 base  ~을 근거로 하다  기초, 근거 42 diplomacy 외교(술)

18 blend 섞이다, 혼합하다 43 rotate 
회전[교대]하다, 순환근무를 
하다

19 jar 단지, 병, 항아리 44 prompt 즉각적인  자극[유발]하다

20 physical 신체의, 물리적인, 물리학의 45 hatch 부화하다, 알을 품다  부화

21 eager 
열성적인,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46 evaporate 
증발하다, 탈수하다, 사라지
다

22 forefront 맨 앞, 중심, 가장 중요한 위치 47 radiation 방사(선), 방사 에너지, 복사열

23 pity 연민, 동정(심), 유감 48 phase 단계, 시기, 국면, 측면

24 misery 비참(함), 고통, 불행 49 reckless 무모한, 부주의한, 난폭한

25 drown 익사하다[시키다] 50 stare 응시하다, 빤히 보다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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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make a budget 예산을 편성하다 76 intuition 직감, 직관력

52 go for broke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
다

77 layer 층 겹

53 break even
수지를 맞추다, 본전치기를 하
다

78 manual 
소책자, 설명서  손으로 하는, 
노동의

54 turn a profit 흑자를[이익을] 내다 79 disguise 변장하다  변장, 위장

55 go to the wall
(자금 부족으로) 파산[실패]하
다

80 literacy 
읽고 쓸 줄 앎, 읽고 쓰는 능
력

56 maintain 유지하다, 보수하다, 주장하다 81 leather 
가죽(제품)  가죽의   ~에 가
죽을 대다

57 suffer 경험하다, 괴로워하다, 고생하다 82 arrow 화살  화살표로 표시하다

58 observation 관찰, 주시, 발언 83 excerpt 발췌, 인용  발췌하다, 인용하다

59 arise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84 streamlined  유선형의, 능률화된

60 connect 연결하다, 연락하다 85 transform 변형시키다, 바꾸다

61 unique 유일한, 독특한 86 boost 밀어 올리다  인상, 밀어 올림

62 encounter (우연히) 만남  우연히 만나다 87 foresee 예측하다, 미리 보다

63 precise 정확한, 바로 그  ~ 88 quest 추구, 탐구  추구하다, 탐구하다

64 circumstance 상황, 정황, 사건 89 accustomed 익숙한, 습관의

65 accumulate (조금씩) 모으다, (재산을) 축적하다 90 swallow 삼키다  삼킴, 제비(새)

66 conservation 보호, 보존, 관리 91 fatality 사망자 (수), 재난

67 constitute 구성하다, (법령 등을) 제정하다 92 conductor 
전도체, 지휘자, 버스의 차장, 
안내원

68 facilitate 쉽게 하다, 촉진하다 93 browse 
둘러보다, 훑어보다, 이것저
것 읽다

69 spatial 공간의, 공간에 존재하는 94 curse 
저주하다, 욕설하다  저주, 욕
설

70 compliment 칭찬, 찬사, 경의  칭찬하다 95 distress 고통, 가난  괴롭히다, 궁핍케 하다

71 whistle 휘파람, 호각  휘파람을 불다 96 inherit 물려받다, 상속하다

72 applause 박수갈채, 칭찬 97 talented 재주 있는, 재능이 있는

73 pervade 만연하다, 널리 퍼지다, 스며들다 98 persistence 끈기, 고집, 내구력

74 shipwreck 난파선, 난파  난파[조난]시키다 99 regain 되찾다, 회복하다  회복, 탈환

75 inquiry 질문, 문의 사항, 조사, 연구 100 waterproof 방수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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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6-18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collide 충돌하다 126 disapprove 못마땅해하다, 인가하지 않다

102 concise 간결한 127 criterion 기준, 표준

103 underlie 
 ~의 기저를 이루다,  ~의 기초
가 되다

128 calculation 계산, 신중한 계획

104 prosecutor 검사, 검찰관, 실행자, 수행자 129 curiosity 호기심, 진기함

105 athletic 운동의, 강건한 130 devote 바치다, 기울이다, 헌신하다

106 covet (남의 것을) 몹시 탐내다 131 pirate 
해적, 저작권 침해자  표절해
서 만들다

107 crave 강하게 원하다 132 swelling 
부푸는, 넘실거리는  부기, 팽
창

108 long 강한 열망을 가지다 133 freshwater 민물의, 민물에 사는

109 pine 갈망하다 134 chaos 혼돈, 무질서

110 yearn 그리워하다 135 inward 안의  내부  안으로, 내부로

111 appreciate 
고맙게 여기다, 감상하다, 진가
를 인정하다

136 suddenly 갑자기

112 favorable 
호의를 보이는, 찬성의, 형편이 
좋은

137 moderate 
조정하다, 완화하다  적당한, 
절제하는

113 attempt 시도하다  시도 138 offend 
기분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114 reject 거절하다, 거부하다 139 console 위로하다,

115 perceive 지각하다, 인식하다 140 delight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기
쁨

116 ancient 고대의, 옛날의 141 valid 
타당한, 근거가 확실한, (법) 
유효한

117 measure 재다, 측정하다  치수, 조치 142 optimism 낙천주의, 낙관(주의)

118 consist 이루어져 있다, 있다, 일치하다 143 fluctuate 
(물가 등이) 오르내리다, 변동
하다

119 attribute ( ~에게) 돌리다  속성 144 tedious 지루한

120 apology 사과, 해명 145 initiate 시작하다, 입문시키다

121 affluent 풍부한, 유복한 146 score 
악보, 20  채점하다, 편곡[작
곡]하다

122 isolated 고립된, 격리된 147 illustration 실례, 삽화

123 dread 몹시 두려워하다  공포 148 carton 팩, 상자, 마분지

124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과대평가 149 accommodate  ~에 편의를 도모하다, 수용하다

125 combine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150 enroll 등록하다, 입학시키다, 입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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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district 지역, 지구  지구로 나누다 176

152 gravel 자갈  자갈로 덮다 177

153 foster 
(양자 등으로) 기르다, 조장
[촉진]하다

178

154 illusion 환상, 환영, 환각 179

155 conversion 전환, 용도 변경, 전향 180

156 mediate 
조정하다, 중재하다  중
재의

181

157 spectrum 스펙트럼, 범위 182

158 prerequisite 
전제 조건, 필요조건  없어
서는 안 될

183

159 vanish 사라지다 184

160 embrace 얼싸안다, 맞이하다  포옹 185

161 pay a tribute 경의를 표하다 186

162 pay a visit 방문하다 187

163 pay attention 주의하다, 주목하다 188

164 pay heed 주의 유의하다 189

165 pay homage 경의를 표하다 190

166 191

167 192

168 193

169 194

170 195

171 196

172 197

173 198

174 199

17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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