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various 26 ingenuity 

2 access 27 lift 

3 method 28 ongoing 

4 sign 29 reluctance 

5 analyze 30 burden 

6 associate 31 afford 

7 reveal 32 endeavor 

8 ensure 33 authorize 

9 advertising 34 mention 

10 regulate 35 sponsor 

11 gradually 36 dialect 

12 starve 37 solidarity 

13 cooperate 38 panic 

14 essence 39 weave 

15 derive 40 lodge 

16 mount 41 dub 

17 phrase 42 linearly 

18 stillness 43 aboard 

19 entail 44 flesh 

20 branch 45 secretary 

21 recipient 46 confess 

22 scheme 47 astronomy 

23 multiply 48 altruism 

24 quantity 49 feverishly 

25 run-down 50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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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turn down 76 deteriorate 

52 turn in 77 vague 

53 turn out 78 private 

54 turn to 79 trait 

55 turn up 80 workshop 

56 provide 81 client 

57 express 82 declare 

58 feature 83 incidental 

59 represent 84 peculiar 

60 selection 85 renowned 

61 accurate 86 dictate 

62 borrow 87 liberty 

63 popular 88 shovel 

64 cue 89 jury 

65 insight 90 hasten 

66 firm 91 innocent 

67 obesity 92 altogether 

68 scare 93 journalist 

69 numerous 94 cottage 

70 previous 95 ceiling 

71 compromise 96 horizon 

72 criticism 97 stunned 

73 boundary 98 agenda 

74 tire 99 beware 

75 nurture 100 postpone 

2



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commonsense 126 orient 

102 fountain 127 sour 

103 cease 128 caution 

104 chin 129 receptor 

105 comply 130 debate 

106 physical appearance 131 endangered 

107 facial appearance 132 coincide 

108 peculiar appearance 133 rectangle 

109 shabby appearance 134 archive 

110 superficial 
appearance

135 erase 

111 normal  136 apparatus 

112 ignorance 137 fluid 

113 department 138 fatigue 

114 clothe 139 irritate 

115 solution 140 crude 

116 insect 141 sigh 

117 sensitive 142 pave 

118 purchase 143 expedition 

119 indicate 144 dissolve 

120 response 145 bother 

121 theater 146 exposure 

122 cope 147 convert 

123 conversely 148 ambition 

124 architecture 149 evident 

125 conserve 150 rear 

3



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outset 176

152 troop 177

153 collapse 178

154 suspend 179

155 rip 180

156 imperative 181

157 drastic 182

158 export 183

159 paw 184

160 tongue 185

161 intelligent 186

162 ingenious 187

163 proficient 188

164 cunning 189

165 dext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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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다양한, 여러 가지의 26  창의력, 기발한 재주, 재간

2  접근, 입장, 접속, 이용   접속하다 27
 들어 올리다, (기분이) 좋아
지게 하다

3  방법, 체계 28  계속 진행 중인

4  기호, 징후   서명하다 29  싫음, 꺼림, 마음 내키지 않음

5  분석하다, 분해하다, 검토하다 30  부담, 짐   짐을 지우다

6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동료 31
 ( ~을 살[할]) 형편이 되다, 
제공하다

7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32  노력, 애씀   노력하다

8  보장하다, 반드시  ~하게 하다 33  권한을 부여하다

9  광고, 광고업 34  말하다, 언급하다

10
 규제하다, 통제하다, 조절
하다

35  후원자   후원하다

11  점진적으로, 서서히 36  방언, 사투리

12  굶주리다, 기아를 겪다 37  연대, 결속력

13  협력하다, 협조하다 38
 극심한 공포   공포에 질리
다

14  본질, 정수, 진수 39  짜다, 엮다

15  얻다, 끌어내다, 유래를 찾다 40  오두막   제기하다

16
 시작하다, 증가하다, 오르
다

41
 별명을 붙이다, 재녹음하다, 
더빙하다

17  어구, 구절 42  선형으로, 곧바로, 직접적으로

18  고요, 정적 43  탑승하여, 승선하여

19  수반하다 44  살, 고기, 과육, 육체

20  나뭇가지, 지사, 분점 45  비서, 장관

21  받는 사람, 수취인 46  자백하다, 고백하다

22  계획, 기획, 책략 47  천문학

23
 곱하다, 크게 증가시키다, 
번식하다

48  이타주의, 이타심

24  양, 수량, 분량 49  열병에 걸린 것 같이

25  황폐한 50  부분, 단편   분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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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을 거절하다 76  악화되다, 나빠지다

52 ~을 제출하다 77  모호한, 애매한, 어렴풋한

53 ~으로 밝혀지다[입증되다] 78  사유의, 개인 소유의, 사적인

54
~에 의지하다,  ~으로 눈을 돌
리다

79  특성, 특징

55 나타나다, 도착하다 80  작업장, 워크숍, 연수회

56  제공하다, 공급하다 81  의뢰인, 고객

57  표현하다   급행의 82  선언하다, 단언하다, 신고하다

58  특징, 특집 기사 ,  특종으로 하다 83  부수적인, 부차적인, 지엽적인

59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84  이상한, 특이한, 독특한

60  선발, 선정, 선택 85  유명한, 명성 있는

61  정확한, 정밀한 86  받아쓰게 하다, 지시하다

62  꾸다, 빌리다, 차용하다 87  자유, 해방

63  인기 있는, 대중적인 88  삽, 부삽   삽질하다

64  신호   신호를 주다 89  배심원단, 심사위원단

65  통찰력, 식견 90
 재촉하다, 서두르다, 서둘러 
가다

66  딱딱한, 확고한   회사 91  순진한, 결백한, 무죄의

67  비만, 비대 92  완전히, 전적으로, 모두 합쳐

68  겁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93  언론인, 보도 기자

69  수많은, 다수의 94
 시골집, 작은 집, 오두막집, 
별장

70  이전의, 바로 앞의 95  천장, 한계, (최고) 한도

71  타협   타협하다, 손상시키다 96  수평선, 지평선, 시야

72  비판, 비난, 비평, 평론 97  깜짝 놀란, 망연자실한

73  경계, 한계선, 분계선 98  의제, 협의 사항, 행동 강령

74  지치게 하다, 싫증나게 하다 99
 조심하다, 주의하다, 경계하
다

75  양육하다   양육, 육성 100  연기하다,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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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상식적인, 양식이 있는 126  (방향을) 맞추다, 적응시키다

102  분수, 샘, 수원, 원천 127  신, 시큼한, 상한

103  중지하다, 그치다 128  조심, 주의, 경고   경고하다

104  턱, 턱끝 129  (몸의) 수용기, 감각 기관

105  따르다, 준수하다 130  토론, 논쟁   논쟁하다

106 신체적 외모 131  멸종 위기에 처한

107 얼굴 생김새 132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108 독특한 외모 133  직사각형

109 초라한 외모 134  기록, 기록 보관소

110 겉모습 135  지우다, 없애다

111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136  기구, 장치

112  무지, 무식 137  유동성의   유동체

113  부서, 부문, 학과 138  피로, 피곤

114  옷을 입히다, 덮다, 싸다 139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

115  해법, 해결책, 용액 140  가공하지 않은, 조악한

116  곤충 141  한숨 쉬다   한숨, 탄식

117  민감한, 예민한 142  (길을) 포장하다, (길을) 닦다

118  구입   사다, 구입하다 143  탐험(대), 원정(대)

119
 나타내다, 보여 주다, 시사하
다

144  녹이다, 용해시키다

120  대답, 응답, 반응, 대응 145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히다

121  극장, 연극 146  노출, 경험, 접함, 폭로

122  대처하다, 대응하다 147  전환하다, 개조하다

123  반대로, 역으로 148  야망, 포부, 야심

124
 건축(학), 건축 양식, 구조, 구
성

149  분명한, 명확한, 눈에 띄는

125  보존하다, 유지하다, 절약하다 150  뒤쪽   뒤쪽의   양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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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착수, 최초, 발단 176

152  무리, 군대   떼를 짓다 177

153
 붕괴되다, 파산하다   붕
괴, 좌절

178

154
 매달다, 연기하다, 정학
시키다

179

155  째다, 찢다, 벗겨 내다 180

156
 필수적인, 명령적인   필
요성, 명령

181

157
 극단적인, 급격한, 철저
한

182

158  수출하다   수출, 수출품 183

159
 (발톱이 달린) 발, (사람의) 
손

184

160  혀, 혓바닥, 언어, 말 185

161 이해력이 있는, 똑똑한 186

162 기발한, 독창적인 187

163 능숙한 188

164 교활한 189

165 솜씨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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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26 ingenuity  창의력, 기발한 재주, 재간

2 access  접근, 입장, 접속, 이용   접속하다 27 lift 
 들어 올리다, (기분이) 좋아
지게 하다

3 method  방법, 체계 28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4 sign  기호, 징후   서명하다 29 reluctance  싫음, 꺼림, 마음 내키지 않음

5 analyze  분석하다, 분해하다, 검토하다 30 burden  부담, 짐   짐을 지우다

6 associate  관련시키다, 연상하다   동료 31 afford 
 ( ~을 살[할]) 형편이 되다, 
제공하다

7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32 endeavor  노력, 애씀   노력하다

8 ensure  보장하다, 반드시  ~하게 하다 33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

9 advertising  광고, 광고업 34 mention  말하다, 언급하다

10 regulate 
 규제하다, 통제하다, 조절
하다

35 sponsor  후원자   후원하다

11 gradually  점진적으로, 서서히 36 dialect  방언, 사투리

12 starve  굶주리다, 기아를 겪다 37 solidarity  연대, 결속력

13 cooperate  협력하다, 협조하다 38 panic 
 극심한 공포   공포에 질리
다

14 essence  본질, 정수, 진수 39 weave  짜다, 엮다

15 derive  얻다, 끌어내다, 유래를 찾다 40 lodge  오두막   제기하다

16 mount 
 시작하다, 증가하다, 오르
다

41 dub 
 별명을 붙이다, 재녹음하다, 
더빙하다

17 phrase  어구, 구절 42 linearly  선형으로, 곧바로, 직접적으로

18 stillness  고요, 정적 43 aboard  탑승하여, 승선하여

19 entail  수반하다 44 flesh  살, 고기, 과육, 육체

20 branch  나뭇가지, 지사, 분점 45 secretary  비서, 장관

21 recipient  받는 사람, 수취인 46 confess  자백하다, 고백하다

22 scheme  계획, 기획, 책략 47 astronomy  천문학

23 multiply 
 곱하다, 크게 증가시키다, 
번식하다

48 altruism  이타주의, 이타심

24 quantity  양, 수량, 분량 49 feverishly  열병에 걸린 것 같이

25 run-down  황폐한 50 segment  부분, 단편   분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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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turn down ~을 거절하다 76 deteriorate  악화되다, 나빠지다

52 turn in ~을 제출하다 77 vague  모호한, 애매한, 어렴풋한

53 turn out ~으로 밝혀지다[입증되다] 78 private  사유의, 개인 소유의, 사적인

54 turn to 
~에 의지하다,  ~으로 눈을 돌
리다

79 trait  특성, 특징

55 turn up 나타나다, 도착하다 80 workshop  작업장, 워크숍, 연수회

56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 81 client  의뢰인, 고객

57 express  표현하다   급행의 82 declare  선언하다, 단언하다, 신고하다

58 feature  특징, 특집 기사 ,  특종으로 하다 83 incidental  부수적인, 부차적인, 지엽적인

59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84 peculiar  이상한, 특이한, 독특한

60 selection  선발, 선정, 선택 85 renowned  유명한, 명성 있는

61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86 dictate  받아쓰게 하다, 지시하다

62 borrow  꾸다, 빌리다, 차용하다 87 liberty  자유, 해방

63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88 shovel  삽, 부삽   삽질하다

64 cue  신호   신호를 주다 89 jury  배심원단, 심사위원단

65 insight  통찰력, 식견 90 hasten 
 재촉하다, 서두르다, 서둘러 
가다

66 firm  딱딱한, 확고한   회사 91 innocent  순진한, 결백한, 무죄의

67 obesity  비만, 비대 92 altogether  완전히, 전적으로, 모두 합쳐

68 scare  겁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93 journalist  언론인, 보도 기자

69 numerous  수많은, 다수의 94 cottage 
 시골집, 작은 집, 오두막집, 
별장

70 previous  이전의, 바로 앞의 95 ceiling  천장, 한계, (최고) 한도

71 compromise  타협   타협하다, 손상시키다 96 horizon  수평선, 지평선, 시야

72 criticism  비판, 비난, 비평, 평론 97 stunned  깜짝 놀란, 망연자실한

73 boundary  경계, 한계선, 분계선 98 agenda  의제, 협의 사항, 행동 강령

74 tire  지치게 하다, 싫증나게 하다 99 beware 
 조심하다, 주의하다, 경계하
다

75 nurture  양육하다   양육, 육성 100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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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7-3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commonsense  상식적인, 양식이 있는 126 orient  (방향을) 맞추다, 적응시키다

102 fountain  분수, 샘, 수원, 원천 127 sour  신, 시큼한, 상한

103 cease  중지하다, 그치다 128 caution  조심, 주의, 경고   경고하다

104 chin  턱, 턱끝 129 receptor  (몸의) 수용기, 감각 기관

105 comply  따르다, 준수하다 130 debate  토론, 논쟁   논쟁하다

106 physical appearance 신체적 외모 131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107 facial appearance 얼굴 생김새 132 coincide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108 peculiar appearance 독특한 외모 133 rectangle  직사각형

109 shabby appearance 초라한 외모 134 archive  기록, 기록 보관소

110 superficial 
appearance

겉모습 135 erase  지우다, 없애다

111 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136 apparatus  기구, 장치

112 ignorance  무지, 무식 137 fluid  유동성의   유동체

113 department  부서, 부문, 학과 138 fatigue  피로, 피곤

114 clothe  옷을 입히다, 덮다, 싸다 139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

115 solution  해법, 해결책, 용액 140 crude  가공하지 않은, 조악한

116 insect  곤충 141 sigh  한숨 쉬다   한숨, 탄식

117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142 pave  (길을) 포장하다, (길을) 닦다

118 purchase  구입   사다, 구입하다 143 expedition  탐험(대), 원정(대)

119 indicate 
 나타내다, 보여 주다, 시사하
다

144 dissolve  녹이다, 용해시키다

120 response  대답, 응답, 반응, 대응 145 bother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히다

121 theater  극장, 연극 146 exposure  노출, 경험, 접함, 폭로

122 cope  대처하다, 대응하다 147 convert  전환하다, 개조하다

123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148 ambition  야망, 포부, 야심

124 architecture 
 건축(학), 건축 양식, 구조, 구
성

149 evident  분명한, 명확한, 눈에 띄는

125 con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절약하다 150 rear  뒤쪽   뒤쪽의   양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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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outset  착수, 최초, 발단 176

152 troop  무리, 군대   떼를 짓다 177

153 collapse 
 붕괴되다, 파산하다   붕
괴, 좌절

178

154 suspend 
 매달다, 연기하다, 정학
시키다

179

155 rip  째다, 찢다, 벗겨 내다 180

156 imperative 
 필수적인, 명령적인   필
요성, 명령

181

157 drastic 
 극단적인, 급격한, 철저
한

182

158 export  수출하다   수출, 수출품 183

159 paw 
 (발톱이 달린) 발, (사람의) 
손

184

160 tongue  혀, 혓바닥, 언어, 말 185

161 intelligent 이해력이 있는, 똑똑한 186

162 ingenious 기발한, 독창적인 187

163 proficient 능숙한 188

164 cunning 교활한 189

165 dexterous 솜씨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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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