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actual 26 precaution 

2 available 27 interference 

3 justify 28 predetermined 

4 subject 29 fossil 

5 myth 30 recite 

6 describe 31 vivid 

7 cancel 32 solely 

8 recall 33 auditory 

9 independent 34 legitimate 

10 grant 35 spell 

11 chronological 36 perceptual 

12 refer 37 restore 

13 avenue 38 trivial 

14 abruptly 39 rectangular 

15 complicated 40 scarcely 

16 satisfy 41 compact 

17 pupil 42 disturb 

18 dismiss 43 glance 

19 conference 44 spare 

20 outline 45 fallacy 

21 assert 46 departure 

22 restrict 47 ironically 

23 punctuality 48 prolific 

24 immerse 49 subscription 

25 absorbed 50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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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gain access 76 substantive 

52 gain face 77 laboratory 

53 gain the mastery 78 acute 

54 gain time 79 monetary 

55 gain weight 80 strength 

56 reflect 81 geography 

57 suppose 82 deforestation 

58 reinforce 83 electronic 

59 contact 84 fake 

60 eliminate 85 novelty 

61 engage 86 provoke 

62 release 87 mechanical 

63 spot 88 venture 

64 participant 89 immature 

65 remind 90 reform 

66 dignity 91 discourse 

67 greed 92 refreshment 

68 clarity 93 instruct 

69 ubiquitous 94 equivalent 

70 involuntary 95 substitute 

71 foundation 96 obligation 

72 hazard 97 convey 

73 therapy 98 thirst 

74 privileged 99 respectively 

75 extrinsic 100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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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latitude 126 soothing 

102 tactic 127 starvation 

103 integrate 128 patriot 

104 laundry 129 wholesome 

105 vocal 130 reconciliation 

106 astronomer 131 harsh 

107 biologist 132 enlighten 

108 botanist 133 cuisine 

109 chemist 134 notorious 

110 zoologist 135 intrinsic 

111 opportunity 136 narrative 

112 multiple 137 scope 

113 reward 138 flexibility 

114 potential 139 verge 

115 obtain 140 forecast 

116 permit 141 temporal 

117 investigation 142 simulate 

118 claim 143 discern 

119 cherish 144 anthropologist 

120 verbal 145 margin 

121 label 146 shortsighted 

122 spotlight 147 misdirect 

123 defect 148 sensory 

124 resort 149 assemble 

125 versatile 150 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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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pollination 176

152 radical 177

153 profile 178

154 sibling 179

155 painstaking 180

156 surrender 181

157 offspring 182

158 neutral 183

159 shift 184

160 ultimate 185

161 get along with 186

162 get away with 187

163 get even with 188

164 get on with 189

165 get through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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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실제의, 사실의, 현재의 26 예방 조치, 조심, 경계

2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27 방해, 간섭

3 정당화하다, 옳음을 보여 주다 28 미리 결정된

4
피실험자   ~에 걸리기 쉬
운  당하게 하다

29 화석  화석의, 화석이 된

5
근거 없는 통념, 잘못된 
믿음[사실], 신화

30 암송하다, 낭송하다, 읊다

6 묘사하다 31 생생한, 생기 있는, 명확한

7 취소하다, 지우다 32 혼자서, 단지

8 생각해 내다, 기억하다 33 청각의, 청각 기관의

9 독립한, 자력의, 자립의 34
정당한, 합법의  합법으로 인
정하다

10
주다, 허가하다  보조금, 허
가

35
한동안의 계속, 주문  철자를 
맞게 쓰다

11 연대순의, 연대학의 36 지각[인식]의, 지각 있는

12 가리키다, 언급하다, 참조하다 37 회복시키다, 돌려주다

13 도로, 방법, 수단 38 하찮은, 사소한

14 갑작스럽게, 무뚝뚝하게 39 직사각형의, 직각의

15 복잡한, 알기 어려운 40 거의  ~아니다

16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41 빽빽한, 빽빽이 채워 넣다

17 동공, 눈동자, 제자, 학생 42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18
해산시키다, 해고하다, 일
축하다

43
흘긋 봄  흘긋 보다, 대강 훑어
보다

19 회담, 회견, 회의 44
절약하다, 면하게 하다, 삼가
다  여분의

20
간략하게 기술하다  윤곽, 개
요

45 잘못된 생각, 오류

21 단언하다, 주장하다 46 출발, 이탈, 벗어남

22 제한하다, 한정하다 47 역설적으로, 얄궂게도

23 시간 엄수, 정확함 48 다작하는, 다산의, 많은

24
몰두하게 하다, 가라앉히
다, 담그다

49 구독(료), 예약

25 열중한, 마음을 빼앗긴 50
임무, 포교  사명을 맡기다, 
포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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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접근하다 76 실질적인, 실재적인

52 널리 알려지다 77 실험실, 실험 시간  실험실의

53 지배하다, 숙달하다 78
날카로운, 격심한, (의학) 급성
의

54 시간을 벌다, 시계가 빠르다 79
화폐의, 금전의, 금융의, 재정
의

55 체중을 늘리다, 체중이 늘다 80 힘, 장점, 내구력

56 반영하다, 숙고하다, 반성하다 81 지리(학), 지형

57 가정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82 산림 벌채[파괴]

58 보강하다, 강화하다 83 전자의

59 접촉하다, 연락하다  접촉, 연락 84
위조, 가짜의  위조하다  위조
(품)

60 제거하다 85 진기함, 신기함, 새로움

61
참여하다, 약속하다, 예약하다, 
약혼시키다

86 유발하다, 성나게 하다

62
놓아주다, 개봉하다  석방, (영화) 
개봉

87 기계(학)의

63
얼룩, 장소  얼룩지게 하다, 알아
내다

88 모험하다  모험, 모험적 사업

64 참가자  참가하는 89 미숙한, 미완성의

65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90 개혁  개혁하다

66 위엄, 위풍 91
강연, 담화  담화하다, 강연하
다

67 탐욕, 욕심 92 간식, 다과, 기운을 돋우는 것

68 명료함, 맑음 93 가르치다, 지시하다

69 도처에 있는, 편재하는 94
상당하는, 동등한  상응하는 
것

70 무심결의, 본의 아닌 95 대체하다  대체물, 대리인, 후보

71 창설, 토대, 기초, 재단 96 의무, 책임

72 위험 (요소)  위태롭게 하다 97 전하다, 전달하다, 나르다

73 치료(법) 98 갈증, 열망  갈망하다

74 특권이 있는 99 각자, 제각기

75 외적인, 외부의, 비본질적인 100 논쟁, 논의  논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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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위도, 재량, 여지 126 진정시키는, 마음을 달래는

102 전략, 전술, 책략 127 굶주림, 기아

103 통합하다  완전한 128 애국자

104 세탁물, 빨랫감, 세탁소 129 건강에 좋은, 건전한, 유익한

105 목소리의, 소리를 내는 130 화해, 조정

106 천문학자 131
거친, (귀 혹은 눈에) 거슬리
는, 혹평하는

107 생물학자 132 계몽하다, 교육하다

108 식물학자 133 요리(법), 요리 솜씨

109 화학자 134 악명 높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

110 동물학자 135 본래 갖추어진, 고유의

111 기회 136 이야기  이야기(체)의

112
다수의, 배수의, 여러  (수학) 배
수

137
범위, 영역, (능력을 발휘할) 
여지

113
보답, 보상, 사례금  보상[보답]
하다

138 유연성, 융통성

114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잠재
력, 가능성

139 모서리, 가장자리

115 얻다, 획득하다 140
예보, 예상  예보하다, 예상하
다

116 허용하다, 허락하다  허가 141 시간의, 일시적인

117 조사, 연구, 수사 142
가장하다, 모의실험을 하다, 
가상하다

118 청구, (소유권의) 주장  요구하다, 143 구별하다, 식별하다

119 소중히 여기다[키우다] 144 인류학자

120 말[언어]의, 구두의 145 가장자리, 여지, 판매 수익

121
명칭[라벨]을 붙이다  라벨, 이
름표

146 근시안의, 근시적인

122
스포트라이트, 집중 조명  집중 
조명하다

147
그릇된 방향으로 돌리다, 그릇 
지시하다

123
결함, 부족  탈주하다, 망명하
다

148
감각의 지각[감각] 기관의  감
각 기관

124
의지하다, 의존하다  의지, 수
단, 방책

149 모으다, 조립하다

125 다용도의, 다재다능한 150 고수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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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수분 (작용) 176

152
급진적인, 근본적인  급진
주의자

177

153 옆모습, 윤곽  윤곽을 그리다 178

154 형제자매  형제의, 자매의 179

155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
들인, 고생스러운

180

156
항복하다, 내주다  항복, 
양도, 자수

181

157 자식, 새끼 182

158 중립의, 중성의, 중간의  중립국 183

159
변화 (근무의) 교대 조  이
동하다, 바꾸다

184

160 최후의, 궁극적인  최종 결과 185

161 ~와 사이좋게 지내다 186

162
(처벌을 받지 않고) 교묘
히 하다

187

163 에게 보복하다 188

164 ~을 진척시키다 189

165 ~을 끝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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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actual 실제의, 사실의, 현재의 26 precaution 예방 조치, 조심, 경계

2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27 interference 방해, 간섭

3 justify 정당화하다, 옳음을 보여 주다 28 predetermined 미리 결정된

4 subject 
피실험자   ~에 걸리기 쉬
운  당하게 하다

29 fossil 화석  화석의, 화석이 된

5 myth 
근거 없는 통념, 잘못된 
믿음[사실], 신화

30 recite 암송하다, 낭송하다, 읊다

6 describe 묘사하다 31 vivid 생생한, 생기 있는, 명확한

7 cancel 취소하다, 지우다 32 solely 혼자서, 단지

8 recall 생각해 내다, 기억하다 33 auditory 청각의, 청각 기관의

9 independent 독립한, 자력의, 자립의 34 legitimate 
정당한, 합법의  합법으로 인
정하다

10 grant 
주다, 허가하다  보조금, 허
가

35 spell 
한동안의 계속, 주문  철자를 
맞게 쓰다

11 chronological 연대순의, 연대학의 36 perceptual 지각[인식]의, 지각 있는

12 refer 가리키다, 언급하다, 참조하다 37 restore 회복시키다, 돌려주다

13 avenue 도로, 방법, 수단 38 trivial 하찮은, 사소한

14 abruptly 갑작스럽게, 무뚝뚝하게 39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의

15 complicated 복잡한, 알기 어려운 40 scarcely 거의  ~아니다

16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41 compact 빽빽한, 빽빽이 채워 넣다

17 pupil 동공, 눈동자, 제자, 학생 42 disturb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18 dismiss 
해산시키다, 해고하다, 일
축하다

43 glance 
흘긋 봄  흘긋 보다, 대강 훑어
보다

19 conference 회담, 회견, 회의 44 spare 
절약하다, 면하게 하다, 삼가
다  여분의

20 outline 
간략하게 기술하다  윤곽, 개
요

45 fallacy 잘못된 생각, 오류

21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46 departure 출발, 이탈, 벗어남

22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47 ironically 역설적으로, 얄궂게도

23 punctuality 시간 엄수, 정확함 48 prolific 다작하는, 다산의, 많은

24 immerse 
몰두하게 하다, 가라앉히
다, 담그다

49 subscription 구독(료), 예약

25 absorbed 열중한, 마음을 빼앗긴 50 mission 
임무, 포교  사명을 맡기다, 
포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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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gain access 접근하다 76 substantive 실질적인, 실재적인

52 gain face 널리 알려지다 77 laboratory 실험실, 실험 시간  실험실의

53 gain the mastery 지배하다, 숙달하다 78 acute 
날카로운, 격심한, (의학) 급성
의

54 gain time 시간을 벌다, 시계가 빠르다 79 monetary 
화폐의, 금전의, 금융의, 재정
의

55 gain weight 체중을 늘리다, 체중이 늘다 80 strength 힘, 장점, 내구력

56 reflect 반영하다, 숙고하다, 반성하다 81 geography 지리(학), 지형

57 suppose 가정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82 deforestation 산림 벌채[파괴]

58 reinforce 보강하다, 강화하다 83 electronic 전자의

59 contact 접촉하다, 연락하다  접촉, 연락 84 fake 
위조, 가짜의  위조하다  위조
(품)

60 eliminate 제거하다 85 novelty 진기함, 신기함, 새로움

61 engage 
참여하다, 약속하다, 예약하다, 
약혼시키다

86 provoke 유발하다, 성나게 하다

62 release 
놓아주다, 개봉하다  석방, (영화) 
개봉

87 mechanical 기계(학)의

63 spot 
얼룩, 장소  얼룩지게 하다, 알아
내다

88 venture 모험하다  모험, 모험적 사업

64 participant 참가자  참가하는 89 immature 미숙한, 미완성의

65 remind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90 reform 개혁  개혁하다

66 dignity 위엄, 위풍 91 discourse 
강연, 담화  담화하다, 강연하
다

67 greed 탐욕, 욕심 92 refreshment 간식, 다과, 기운을 돋우는 것

68 clarity 명료함, 맑음 93 instruct 가르치다, 지시하다

69 ubiquitous 도처에 있는, 편재하는 94 equivalent 
상당하는, 동등한  상응하는 
것

70 involuntary 무심결의, 본의 아닌 95 substitute 대체하다  대체물, 대리인, 후보

71 foundation 창설, 토대, 기초, 재단 96 obligation 의무, 책임

72 hazard 위험 (요소)  위태롭게 하다 97 convey 전하다, 전달하다, 나르다

73 therapy 치료(법) 98 thirst 갈증, 열망  갈망하다

74 privileged 특권이 있는 99 respectively 각자, 제각기

75 extrinsic 외적인, 외부의, 비본질적인 100 dispute 논쟁, 논의  논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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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2-24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latitude 위도, 재량, 여지 126 soothing 진정시키는, 마음을 달래는

102 tactic 전략, 전술, 책략 127 starvation 굶주림, 기아

103 integrate 통합하다  완전한 128 patriot 애국자

104 laundry 세탁물, 빨랫감, 세탁소 129 wholesome 건강에 좋은, 건전한, 유익한

105 vocal 목소리의, 소리를 내는 130 reconciliation 화해, 조정

106 astronomer 천문학자 131 harsh 
거친, (귀 혹은 눈에) 거슬리
는, 혹평하는

107 biologist 생물학자 132 enlighten 계몽하다, 교육하다

108 botanist 식물학자 133 cuisine 요리(법), 요리 솜씨

109 chemist 화학자 134 notorious 악명 높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

110 zoologist 동물학자 135 intrinsic 본래 갖추어진, 고유의

111 opportunity 기회 136 narrative 이야기  이야기(체)의

112 multiple 
다수의, 배수의, 여러  (수학) 배
수

137 scope 
범위, 영역, (능력을 발휘할) 
여지

113 reward 
보답, 보상, 사례금  보상[보답]
하다

138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114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잠재
력, 가능성

139 verge 모서리, 가장자리

115 obtain 얻다, 획득하다 140 forecast 
예보, 예상  예보하다, 예상하
다

116 permit 허용하다, 허락하다  허가 141 temporal 시간의, 일시적인

117 investigation 조사, 연구, 수사 142 simulate 
가장하다, 모의실험을 하다, 
가상하다

118 claim 청구, (소유권의) 주장  요구하다, 143 discern 구별하다, 식별하다

119 cherish 소중히 여기다[키우다] 144 anthropologist 인류학자

120 verbal 말[언어]의, 구두의 145 margin 가장자리, 여지, 판매 수익

121 label 
명칭[라벨]을 붙이다  라벨, 이
름표

146 shortsighted 근시안의, 근시적인

122 spotlight 
스포트라이트, 집중 조명  집중 
조명하다

147 misdirect 
그릇된 방향으로 돌리다, 그릇 
지시하다

123 defect 
결함, 부족  탈주하다, 망명하
다

148 sensory 
감각의 지각[감각] 기관의  감
각 기관

124 resort 
의지하다, 의존하다  의지, 수
단, 방책

149 assemble 모으다, 조립하다

125 versatile 다용도의, 다재다능한 150 cling 고수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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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pollination 수분 (작용) 176

152 radical 
급진적인, 근본적인  급진
주의자

177

153 profile 옆모습, 윤곽  윤곽을 그리다 178

154 sibling 형제자매  형제의, 자매의 179

155 painstaking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
들인, 고생스러운

180

156 surrender 
항복하다, 내주다  항복, 
양도, 자수

181

157 offspring 자식, 새끼 182

158 neutral 중립의, 중성의, 중간의  중립국 183

159 shift 
변화 (근무의) 교대 조  이
동하다, 바꾸다

184

160 ultimate 최후의, 궁극적인  최종 결과 185

161 get along with ~와 사이좋게 지내다 186

162 get away with
(처벌을 받지 않고) 교묘
히 하다

187

163 get even with 에게 보복하다 188

164 get on with ~을 진척시키다 189

165 get through with ~을 끝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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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