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deliver 26 speculation 

2 equal 27 maximum 

3 demonstrate 28 colonize 

4 pursue 29 eloquent 

5 impact 30 convince 

6 urban 31 reputation 

7 sacrifice 32 compatibility 

8 yield 33 introvert 

9 interaction 34 motion 

10 bound 35 elevate 

11 incredible 36 spoil 

12 internal 37 secondhand 

13 oblivious 38 filter 

14 mimic 39 discrete 

15 neglect 40 terminal 

16 acknowledge 41 wilderness 

17 grasp 42 administrative 

18 depiction 43 enlarge 

19 flickering 44 cognitive 

20 alert 45 distort 

21 pioneer 46 tangible 

22 vibration 47 affair 

23 potent 48 texture 

24 remote 49 utilitarian 

25 geology 50 op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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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dentist 76 breath 

52 surgeon 77 stiff 

53 pediatrician 78 divine 

54 physician 79 conceal 

55 psychiatrist 80 compensate 

56 compare 81 deception 

57 compete 82 inspire 

58 limit 83 predecessor 

59 remark 84 occupy 

60 adjust 85 destructive 

61 company 86 intervention 

62 decline 87 bitter 

63 preserve 88 unanimously 

64 financial 89 herd 

65 prejudice 90 affection 

66 celebration 91 infant 

67 mess 92 multitude 

68 peer 93 alliance 

69 superb 94 abandon 

70 sufficient 95 tempt 

71 deposit 96 trauma 

72 anticipation 97 editor 

73 corruption 98 infer 

74 abound 99 catastrophe 

75 advocate 100 carp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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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repetitive 126 revolve 

102 stature 127 domain 

103 mobile 128 polish 

104 overwhelm 129 flatter 

105 civilian 130 compulsively 

106 put aside 131 legislation 

107 put down 132 medication 

108 put forward 133 philosophical 

109 put off 134 summarize 

110 put up with 135 unbiased 

111 native 136 fierce 

112 motivate 137 rationality 

113 suit 138 squeeze 

114 rare 139 contradict 

115 intense 140 harbor 

116 criticize 141 conform 

117 expense 142 neural 

118 innate 143 subordinate 

119 trigger 144 nursery 

120 additional 145 sedentary 

121 momentous 146 twilight 

122 luxury 147 annoyance 

123 stationary 148 barrier 

124 extract 149 vain 

125 eligible 150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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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numeral 176

152 contagious 177

153 volcanic 178

154 meditate 179

155 endure 180

156 stimulus 181

157 disrupt 182

158 distract 183

159 misguided 184

160 pedestrian 185

161 amusing 186

162 exhilarating 187

163 hilarious 188

164 jovial 189

165 upro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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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배달하다, 해방시키다, 분만하다 26 숙고, 추측, 고찰, 투기

2 같은   ~에 필적하다  필적하는 것 27 최대(한)의  최대

3
예를 들어 설명하다[보여
주다], 시위 운동을 하다

28
식민지로 만들다, 대량 서식하
다

4 추구하다, 수행하다 29 웅변의, 달변의, 설득력 있는

5 영향, 충격  영향을 주다 30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6 도시의 31 평판, 명성

7
희생, 제물  희생하다, 제
물로 바치다

32 양립 가능성, 적합성, 호환성

8
생산하다, 양보하다, 굴복
[항복]하다  수확량

33 내성적인  내성적인 사람

9 상호 작용 34
동작, 제안   ~에게 동작으로 
알리다

10
묶인,  ~하지 않을 수 없
는,  ~행의  경계

35 들어 올리다, 승진시키다

11 믿을 수 없는, 엄청난 36 상하다, 망쳐 놓다, 약탈하다 

12 내부의, 내면적인 37 중고의, 간접적인  중고로,

13 알아차리지[기억하지] 못하는 38 거르다, 여과하다 , 여과기

14
흉내 내다, 모방하다  흉내 
내는, 모방의

39 별개의, 분리된

15
소홀히하다, 간과하다  태
만, 부주의

40
말기의, 최종의, 가망 없는  
종점

16 인식하다, 인정하다 41 황야, 황무지

17 이해하다, 붙잡다  이해, 파악, 42 행정(상)의, 경영[관리]상의

18 묘사, 서술 43 크게 하다, 확대하다,

19 흔들리는, 깜박이는,  깜박임 44 인식의, 인식력이 있는

20
경계하는, 기민한  경종을 울
리다

45
(사실을) 왜곡하다, (얼굴을) 
찡그리다

21 개척자, 선구자  개척하다 46 유형의, 명백한  (pl.) 유형

22 진동, 떨림 47 일, 업무, 사건, 문제

23 강력한, 유력한 효능 있는 48 직물, 구조, 감촉  짜다

24 먼, 외딴, 관계가 적은 49
실용적인, 공리주의의  공리
주의자

25 지질(학) 50 상대, 반대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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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치과 의사 76 호흡, 한숨

52 외과 의사 77 딱딱한, 뻐근한, 단호한

53 소아과 의사 78 신의, 신성한  예언하다, 점치다

54 내과 의사 79 숨기다, 숨다, 감추다

55 정신과 의사 80
보상하다, 보충하다, 상쇄하
다

56
비교하다, 비유하다, 대조하
다, 필적하다

81 속임수, 사기

57 경쟁하다 82
고취하다, 영감을 주다, (숨
을) 들이쉬다

58 제한하다  한계 83
전신(前身), 전임자, 선행자, 이
전의 것

59  ~에 주목하다, 말하다  발언, 말 84
차지하다, 거주하다, 점유하
다

60 조정하다, 조절하다, 순응하다 85 파괴적인, 유해한

61 회사, 교제, 동반, 동석자, 일행 86 중재, 사이에 듦, 간섭, 개입

62
쇠퇴, 하락  거절[거부]하다, 감소
하다

87 쓴, 신랄한

63
보존하다, 저장 식품으로 만들
다

88 만장일치로

64 재정(상)의 금융상의, 회비를 내는 89 때, 무리, 군중  무리를 짓다

65 편견, 선입관   ~에 편견을 갖게 하다 90 애정, 감정, 영향

66 축하, 축하 행사 91 유아, 미성년자  유아(용)의

67 지저분한 모양, 더러운 것  더럽히다 92 다수, 군중

68 또래   ~에 필적하다, 응시하다 93 연합, 동맹, 결연

69 멋진, 최고의, 훌륭한 94 포기하다, 버리다  방종, 방탕

70 충분한, 족한 95
유혹하다,  ~할 기분이 나게 하다, 
부추기다

71
보증금, 예금, 퇴적물  예금하다, 
퇴적시키다

96
외상, 마음의 상처, 정신적 쇼
크

72 기대, 예상 97 편집자, 논설위원

73 부패(행위), 타락, 매수 98
추론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74 많이 있다, 풍부하다 99 큰 재해, 대이변

75 옹호자,   옹호하다, 주장하다 100 목수, 목공  목공 일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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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반복성의, 반복되는 126 돌다, 회전하다

102 위상, 키, 신장, 능력 127 영역, 분야

103 휴대의, 이동성이 있는, 128 윤[광]을 내다, 다듬다  광택,

104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129
아첨하다, 치켜세우다, 우쭐하
게 하다

105 민간인  민간인의 130
강박감에 사로잡혀, 강제적으
로

106 따로 떼어 놓다 131 입법, 법률

107 적다, 기록하다 132 약물, 의약품

108 제안하다 133 철학의, 이성적인

109 연기하다 134 요약하다

110 참다 135 편견[선입관]이 없는, 공평한

111 토착의, 원주민의, 타원주민 136 격렬한, 몹시 사나운

112 동기를 부여하다, 자극하다 137 합리성

113
적합하게 하다  소송, (복장의) 
한 벌

138 압착하다, 짜내다, 밀어 넣다

114 희귀한, 드문 139 반박하다,  ~와 모순되다

115 극심한, 격렬한, 열심인 140 항구, 피난처  정박하다, 

116 비판하다, 비난하다 141
따르게 하다, 순응하다, 일치
하다

117
지출, 경비, 희생  필요 경비로 
지출되다

142 신경(계)의

118 타고난, 선천적인 143
부하, 아랫사람  종속의, 부수
하는

119 방아쇠를 당기다, 유발하다 144 아이 방, 보육원, 양성소, 온상

120 추가의, 부가의 145
앉은 채 있는  늘 앉아 있는 사
람

121 중대한, 중요한 146 땅거미, 저물녘, 황혼 때

122 사치(품), 호사 147 성가심, 불쾌감, 골칫거리

123
정지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사람

148 장벽, 울타리, 장애물

124
추출하다, 발췌하다  추출물, 
발췌

149 헛된, 자만하는, 소용없는

125
자격이 있는, 적격의  유자격
자, 적격자

150 불공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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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숫자  수의, 수를 나타내는 176

152
전염성의, 전파하는, 옮기 
쉬운

177

153 화산의, 폭발성의 178

154 숙고하다, 명상하다 179

155 견디다, 참다, 경험하다 180

156 자극 181

157 지장을 주다, 부수다 182

158
흩트리다, 산만하게 하다, 
재미있게 하다

183

159 오도된, 미혹된, 잘못 안 184

160 보행자  보행자의, 도보의 185

161 즐거운 186

162 유쾌하게 하는 187

163 웃음을 자아내는 188

164 쾌활한 189

165 크게 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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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deliver 배달하다, 해방시키다, 분만하다 26 speculation 숙고, 추측, 고찰, 투기

2 equal 같은   ~에 필적하다  필적하는 것 27 maximum 최대(한)의  최대

3 demonstrate 
예를 들어 설명하다[보여
주다], 시위 운동을 하다

28 colonize 
식민지로 만들다, 대량 서식하
다

4 pursue 추구하다, 수행하다 29 eloquent 웅변의, 달변의, 설득력 있는

5 impact 영향, 충격  영향을 주다 30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6 urban 도시의 31 reputation 평판, 명성

7 sacrifice 
희생, 제물  희생하다, 제
물로 바치다

32 compatibility 양립 가능성, 적합성, 호환성

8 yield 
생산하다, 양보하다, 굴복
[항복]하다  수확량

33 introvert 내성적인  내성적인 사람

9 interaction 상호 작용 34 motion 
동작, 제안   ~에게 동작으로 
알리다

10 bound 
묶인,  ~하지 않을 수 없
는,  ~행의  경계

35 elevate 들어 올리다, 승진시키다

11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엄청난 36 spoil 상하다, 망쳐 놓다, 약탈하다 

12 internal 내부의, 내면적인 37 secondhand 중고의, 간접적인  중고로,

13 oblivious 알아차리지[기억하지] 못하는 38 filter 거르다, 여과하다 , 여과기

14 mimic 
흉내 내다, 모방하다  흉내 
내는, 모방의

39 discrete 별개의, 분리된

15 neglect 
소홀히하다, 간과하다  태
만, 부주의

40 terminal 
말기의, 최종의, 가망 없는  
종점

16 acknowledge 인식하다, 인정하다 41 wilderness 황야, 황무지

17 grasp 이해하다, 붙잡다  이해, 파악, 42 administrative 행정(상)의, 경영[관리]상의

18 depiction 묘사, 서술 43 enlarge 크게 하다, 확대하다,

19 flickering 흔들리는, 깜박이는,  깜박임 44 cognitive 인식의, 인식력이 있는

20 alert 
경계하는, 기민한  경종을 울
리다

45 distort 
(사실을) 왜곡하다, (얼굴을) 
찡그리다

21 pioneer 개척자, 선구자  개척하다 46 tangible 유형의, 명백한  (pl.) 유형

22 vibration 진동, 떨림 47 affair 일, 업무, 사건, 문제

23 potent 강력한, 유력한 효능 있는 48 texture 직물, 구조, 감촉  짜다

24 remote 먼, 외딴, 관계가 적은 49 utilitarian 
실용적인, 공리주의의  공리
주의자

25 geology 지질(학) 50 opponent 상대, 반대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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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dentist 치과 의사 76 breath 호흡, 한숨

52 surgeon 외과 의사 77 stiff 딱딱한, 뻐근한, 단호한

53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78 divine 신의, 신성한  예언하다, 점치다

54 physician 내과 의사 79 conceal 숨기다, 숨다, 감추다

55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80 compensate 
보상하다, 보충하다, 상쇄하
다

56 compare 
비교하다, 비유하다, 대조하
다, 필적하다

81 deception 속임수, 사기

57 compete 경쟁하다 82 inspire 
고취하다, 영감을 주다, (숨
을) 들이쉬다

58 limit 제한하다  한계 83 predecessor 
전신(前身), 전임자, 선행자, 이
전의 것

59 remark  ~에 주목하다, 말하다  발언, 말 84 occupy 
차지하다, 거주하다, 점유하
다

60 adjust 조정하다, 조절하다, 순응하다 85 destructive 파괴적인, 유해한

61 company 회사, 교제, 동반, 동석자, 일행 86 intervention 중재, 사이에 듦, 간섭, 개입

62 decline 
쇠퇴, 하락  거절[거부]하다, 감소
하다

87 bitter 쓴, 신랄한

63 preserve 
보존하다, 저장 식품으로 만들
다

88 unanimously 만장일치로

64 financial 재정(상)의 금융상의, 회비를 내는 89 herd 때, 무리, 군중  무리를 짓다

65 prejudice 편견, 선입관   ~에 편견을 갖게 하다 90 affection 애정, 감정, 영향

66 celebration 축하, 축하 행사 91 infant 유아, 미성년자  유아(용)의

67 mess 지저분한 모양, 더러운 것  더럽히다 92 multitude 다수, 군중

68 peer 또래   ~에 필적하다, 응시하다 93 alliance 연합, 동맹, 결연

69 superb 멋진, 최고의, 훌륭한 94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방종, 방탕

70 sufficient 충분한, 족한 95 tempt 
유혹하다,  ~할 기분이 나게 하다, 
부추기다

71 deposit 
보증금, 예금, 퇴적물  예금하다, 
퇴적시키다

96 trauma 
외상, 마음의 상처, 정신적 쇼
크

72 anticipation 기대, 예상 97 editor 편집자, 논설위원

73 corruption 부패(행위), 타락, 매수 98 infer 
추론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74 abound 많이 있다, 풍부하다 99 catastrophe 큰 재해, 대이변

75 advocate 옹호자,   옹호하다, 주장하다 100 carpenter 목수, 목공  목공 일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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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9-21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repetitive 반복성의, 반복되는 126 revolve 돌다, 회전하다

102 stature 위상, 키, 신장, 능력 127 domain 영역, 분야

103 mobile 휴대의, 이동성이 있는, 128 polish 윤[광]을 내다, 다듬다  광택,

104 overwhelm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129 flatter 
아첨하다, 치켜세우다, 우쭐하
게 하다

105 civilian 민간인  민간인의 130 compulsively 
강박감에 사로잡혀, 강제적으
로

106 put aside 따로 떼어 놓다 131 legislation 입법, 법률

107 put down 적다, 기록하다 132 medication 약물, 의약품

108 put forward 제안하다 133 philosophical 철학의, 이성적인

109 put off 연기하다 134 summarize 요약하다

110 put up with 참다 135 unbiased 편견[선입관]이 없는, 공평한

111 native 토착의, 원주민의, 타원주민 136 fierce 격렬한, 몹시 사나운

112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자극하다 137 rationality 합리성

113 suit 
적합하게 하다  소송, (복장의) 
한 벌

138 squeeze 압착하다, 짜내다, 밀어 넣다

114 rare 희귀한, 드문 139 contradict 반박하다,  ~와 모순되다

115 intense 극심한, 격렬한, 열심인 140 harbor 항구, 피난처  정박하다, 

116 criticize 비판하다, 비난하다 141 conform 
따르게 하다, 순응하다, 일치
하다

117 expense 
지출, 경비, 희생  필요 경비로 
지출되다

142 neural 신경(계)의

118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143 subordinate 
부하, 아랫사람  종속의, 부수
하는

119 trigger 방아쇠를 당기다, 유발하다 144 nursery 아이 방, 보육원, 양성소, 온상

120 additional 추가의, 부가의 145 sedentary 
앉은 채 있는  늘 앉아 있는 사
람

121 momentous 중대한, 중요한 146 twilight 땅거미, 저물녘, 황혼 때

122 luxury 사치(품), 호사 147 annoyance 성가심, 불쾌감, 골칫거리

123 stationary 
정지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사람

148 barrier 장벽, 울타리, 장애물

124 extract 
추출하다, 발췌하다  추출물, 
발췌

149 vain 헛된, 자만하는, 소용없는

125 eligible 
자격이 있는, 적격의  유자격
자, 적격자

150 injustice 불공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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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numeral 숫자  수의, 수를 나타내는 176

152 contagious 
전염성의, 전파하는, 옮기 
쉬운

177

153 volcanic 화산의, 폭발성의 178

154 meditate 숙고하다, 명상하다 179

155 endure 견디다, 참다, 경험하다 180

156 stimulus 자극 181

157 disrupt 지장을 주다, 부수다 182

158 distract 
흩트리다, 산만하게 하다, 
재미있게 하다

183

159 misguided 오도된, 미혹된, 잘못 안 184

160 pedestrian 보행자  보행자의, 도보의 185

161 amusing 즐거운 186

162 exhilarating 유쾌하게 하는 187

163 hilarious 웃음을 자아내는 188

164 jovial 쾌활한 189

165 uproarious 크게 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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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