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resolve  26 superiority 

2 regularity  27 sweep 

3 landscape 28 garbage 

4 conquer 29 hysterical 

5 muscle 30 raid 

6 diminish 31 compelling 

7 contemporary 32 invention 

8 marine 33 supplement 

9 diverse 34 cultivate 

10 abundance 35 misfortune 

11 auction 36 omission 

12 disobedient 37 reliable 

13 citation 38 oral 

14 counterproductive 39 continent 

15 prohibition  40 preconception 

16 paradox 41 sympathetic 

17 stem 42 commuter 

18 continuum 43 dilute 

19 activate 44 forefather 

20 deceitful 45 illuminate 

21 fraction 46 asset 

22 hollow 47 objective 

23 undermine 48 prose 

24 locate 49 resentment 

25 demolition 50 re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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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manipulate 76 lecture 

52 employ 77 medicine 

53 operate 78 note 

54 steer 79 prior 

55 handle 80 raw 

56 account 81 risk 

57 approve 82 rot 

58 chill 83 sail 

59 contribute 84 utilize 

60 distribution 85 version 

61 dominate 86 adrift 

62 drill 87 bind 

63 rate 88 budding 

64 selfishness 89 bypass 

65 subscribe 90 decision 

66 academic 91 dim 

67 attend 92 enforce 

68 bottom 93 folk 

69 crisis 94 integrity 

70 critic 95 license 

71 curious 96 litter 

72 discharge 97 overhear 

73 execute 98 property 

74 former 99 slash 

75 gesture 100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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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stir 126 familiar 

102 tap 127 furry 

103 trunk 128 incompatible 

104 unintentionally 129 moisture 

105 zip 130 overpowering 

106 weaken 131 poverty 

107 wither 132 rule 

108 wane 133 solitary 

109 worsen 134 stock 

110 corrode 135 tip 

111 active 136 usage 

112 annual 137 utter 

113 availability 138 vacuum 

114 avoid 139 vast 

115 command 140 wear 

116 deal 141 aquatic 

117 disappear 142 bite 

118 encourage 143 counsellor 

119 evolve 144 delicate 

120 manner 145 drift 

121 abundant 146 furnish 

122 affect 147 habitat 

123 chronically 148 lean 

124 deceive 149 mist 

125 define 150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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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mourn 176

152 oppress 177

153 prominent 178

154 sarcastic 179

155 scorn 180

156 sow 181

157 string 182

158 timber 183

159 via 184

160 virtue 185

161 make a choice 186

162 make a mistake 187

163 make an effort 188

164 make an excuse 189

165 make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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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해결하다, 다짐하다 26 우월(성), 우세

2 정기적임, 규칙적임 27 (휩)쓸다, 청소하다  쓸기

3 풍경, 풍경화 28
(음식물 · 휴지 등의) 쓰레
기

4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
겨 내다

29 히스테리 상태의

5 근육, 힘, 근력 30
습격, 급습  급습하다, 습
격하다

6 줄다, 감소하다 31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7 현대의, 동시대의 32 발명, 발명품

8 바다의, 해양의 33 보충추가(물), 보충제

9 다양한 34 재배하다, (세균을) 배양하다

10 풍부, 다수, 다량, 부유함 35 불운, 불행

11 경매  경매로 팔다 36
생략, 빠짐, 누락, 하지 않
음

12 반항하는, 순종하지 않는 37 신뢰할 만한

13 표창, 인용, 인용문 38 구두의, 구전의, 입의

14 역효과를 내는 39 대륙, 유럽 대륙

15 (특히 법에 의한) 금지 40 예상, 선입견

16 역설, 역설적인 것 41 동정적인, 공감하는

17  ~에서 비롯되다, 생기다 42 통근자

18 연속체 43
희석하다, 묽게 하다, 약
화시키다

19 활성화하다, 작동시키다 44 조상, 선조

20 기만적인, 부정직한 45
( ~에 불을) 비추다, 설명
하다

21
아주 소량, 단편, 일부, 분
수

46 자산, 재산

22
(속이) 빈, 공허한  움푹 
꺼진 곳

47 객관적인  목표, 목적

23 약화시키다, 훼손하다 48 산문, 산문체

24
 ~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내다

49 분함, 억울함, 분노, 분개

25 파괴, 폭파, 해체 50
번식하다, 재생하다, 복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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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을 능숙하게 조작하다 76 강의, 강연, 잔소리  강의하다

52 ~을 유용하게 쓰다 77 의학, 약, 약물

53 작동하게 하다 78
주목, 음표  주목하다, 알아채
다

54 진행하는 방향을 조종하다 79
사전의, 이전의, (보다) 우선
하는

55 ~을 손으로 조종하다 80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56
설명, 계좌, 계산(서)  간주하다, 
차지하다

81 위험, 모험  위험을 무릅쓰다

57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82 썩다, 타락하다, 나빠지다

58
냉기, 한기  아주 춥게 만들다  
쌀쌀한

83 항해하다  (배의) 돛

59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84 이용하다, 활용하다

60 배포, 분배, 분포 85 변형, 버전, 판, 번역, 각색

61 지배하다, 우세하다 86 표류하는, 방황하는

62
송곳, 연습, 훈련  훈련시키다, 
주입하다

87
묶다, 싸다, 결속시키다  묶는 
물건

63 비율, 속도  평가하다 88
싹트기 시작하는, 신예의, 신
진의

64 이기심, 이기주의 89
우회도로 동우회하다, 회피
하다

65 서명하다, 기부하다, 구독하다 90 결정, 결단력

66 학문의, 학교의, 학구적인 91 어둑한, 희미한  어둑해지다

67 참석하다, 시중을 들다, 주목하다 92 집행하다, 시행하다, 강요하다

68 맨 아래  밑바닥  밑바닥의 93 사람들 행 민속의

69 위기 94
진실성, 정직, 성실, 완전, 온
전함

70 비평가, 평론가, 비판자 95 면허, 면허증, 허가증  허가하다

71 궁금한, 호기심이 강한, 묘한 96
쓰레기, (애완동물 배설용 상
자 속의) 점토

72 배출하다, 방출하다  방출 97 우연히 듣다, 엿듣다

73 실행하다, 집행하다, 처형하다 98 재산, 부동산, 특성

74 이전의, 전자의  전자 99 깊이 베다, 삭감하다  삭감, 

75 몸짓, 동작, 표시  몸짓하다 100 불꽃  불꽃을 튀기다

6



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휘젓다, (감정을 동요시키다  
뒤섞기

126 익숙한, 친숙한 친밀한

102
톡톡 두드리다, 박자를 맞추다, 
이용하다

127
부드러운 털의, 털로 덮인, 털 
같은

103
(나무) 줄기, 몸통, 코끼리의 코, 
사각 팬츠(-s)

128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
는

104 아무런 생각도 없이 129 수분, 습기

105
빠르게 지나가다, 지퍼를 채
우다

130 압도적인, 아주 강한

106 (능력, 세력 등이) 약화되다 131 가난, 빈곤, 부족, 결핍

107 (식물, 체력 등이) 시들다 132 규칙, 통치  지배하다

108
(빛, 명성 등이) 약해지다, 쇠
퇴하다

133
외로운, 혼자의, 단독의, 인적
이 드문

109 (문제 등이) 악화되다 134 저장, 재고, 주식, 가축

110 (금속이) 부식되다, 부패하다 135 끝, 조언, 팁  기울다, 기울이다

111 활동적인, 적극적인,  활성의 136 용법, 사용, 사용량

112 해마다의, 연간의,  1년생의 137 전적인  발언하다

113 유용성, 이용 가능성 138 진공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114 피하다, 예방하다 139
방대한, 막대한, 광대한, 어마
어마한

115 명령하다, 조망하다, 지배하다 140 입다, 닳다, 닮게 하다

116 다루다, 거래하다  취급, 거래, 141 물의  수생 동식물, 수상 경기

117 사라지다 142 물다  물기, 입질, 한입

118 격려하다, 권장하다, 촉진하다 143
상담사, 상담 전문가, 카운슬
러

119 진화하다, 발전하다 144 섬세한, 연약한

120 방식, 태도, 예의범절(-s) 145
이동, 표류  이동하다, 표류하
다

121 풍부한, 풍족한 146 제공하다, 비치하다, 설치하다

122 영향을 미치다  정서, 감정 147 서식지, 거주지

123 만성적으로 148 기울이다, 기대다  마른

124 속이다, 기만하다 149 옅은 안개

125 정의하다, (범위를) 한정하다 150
모터  모터가 달린, (근육) 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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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슬퍼하다, 애도하다 176

152
압박하다, 억압하다, 박해
하다

177

153 저명한, 두드러진, 돌출된 178

154 빈정대는, 비꼬는 179

155 경멸  경멸하다 180

156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심다

181

157 줄, (악기의) 현 182

158 수목, 목재 183

159
(전)  ~을 경유하여,  ~을 
통하여

184

160 선, 덕, 미덕, 장점 185

161 선택하다 186

162 실수하다 187

163 노력하다 188

164 변명하다 189

165 준비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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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resolve  해결하다, 다짐하다 26 superiority 우월(성), 우세

2 regularity  정기적임, 규칙적임 27 sweep (휩)쓸다, 청소하다  쓸기

3 landscape 풍경, 풍경화 28 garbage 
(음식물 · 휴지 등의) 쓰레
기

4 conquer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
겨 내다

29 hysterical 히스테리 상태의

5 muscle 근육, 힘, 근력 30 raid 
습격, 급습  급습하다, 습
격하다

6 diminish 줄다, 감소하다 31 compelling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7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32 invention 발명, 발명품

8 marine 바다의, 해양의 33 supplement 보충추가(물), 보충제

9 diverse 다양한 34 cultivate 재배하다, (세균을) 배양하다

10 abundance 풍부, 다수, 다량, 부유함 35 misfortune 불운, 불행

11 auction 경매  경매로 팔다 36 omission 
생략, 빠짐, 누락, 하지 않
음

12 disobedient 반항하는, 순종하지 않는 37 reliable 신뢰할 만한

13 citation 표창, 인용, 인용문 38 oral 구두의, 구전의, 입의

14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39 continent 대륙, 유럽 대륙

15 prohibition  (특히 법에 의한) 금지 40 preconception 예상, 선입견

16 paradox 역설, 역설적인 것 41 sympathetic 동정적인, 공감하는

17 stem  ~에서 비롯되다, 생기다 42 commuter 통근자

18 continuum 연속체 43 dilute 
희석하다, 묽게 하다, 약
화시키다

19 activate 활성화하다, 작동시키다 44 forefather 조상, 선조

20 deceitful 기만적인, 부정직한 45 illuminate 
( ~에 불을) 비추다, 설명
하다

21 fraction 
아주 소량, 단편, 일부, 분
수

46 asset 자산, 재산

22 hollow 
(속이) 빈, 공허한  움푹 
꺼진 곳

47 objective 객관적인  목표, 목적

23 undermine 약화시키다, 훼손하다 48 prose 산문, 산문체

24 locate 
 ~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내다

49 resentment 분함, 억울함, 분노, 분개

25 demolition 파괴, 폭파, 해체 50 reproduce 
번식하다, 재생하다, 복제
하다

9



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manipulate ~을 능숙하게 조작하다 76 lecture 강의, 강연, 잔소리  강의하다

52 employ ~을 유용하게 쓰다 77 medicine 의학, 약, 약물

53 operate 작동하게 하다 78 note 
주목, 음표  주목하다, 알아채
다

54 steer 진행하는 방향을 조종하다 79 prior 
사전의, 이전의, (보다) 우선
하는

55 handle ~을 손으로 조종하다 80 raw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56 account 
설명, 계좌, 계산(서)  간주하다, 
차지하다

81 risk 위험, 모험  위험을 무릅쓰다

57 approve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82 rot 썩다, 타락하다, 나빠지다

58 chill 
냉기, 한기  아주 춥게 만들다  
쌀쌀한

83 sail 항해하다  (배의) 돛

59 contribute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84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60 distribution 배포, 분배, 분포 85 version 변형, 버전, 판, 번역, 각색

61 dominate 지배하다, 우세하다 86 adrift 표류하는, 방황하는

62 drill 
송곳, 연습, 훈련  훈련시키다, 
주입하다

87 bind 
묶다, 싸다, 결속시키다  묶는 
물건

63 rate 비율, 속도  평가하다 88 budding 
싹트기 시작하는, 신예의, 신
진의

64 selfishness 이기심, 이기주의 89 bypass 
우회도로 동우회하다, 회피
하다

65 subscribe 서명하다, 기부하다, 구독하다 90 decision 결정, 결단력

66 academic 학문의, 학교의, 학구적인 91 dim 어둑한, 희미한  어둑해지다

67 attend 참석하다, 시중을 들다, 주목하다 92 e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강요하다

68 bottom 맨 아래  밑바닥  밑바닥의 93 folk 사람들 행 민속의

69 crisis 위기 94 integrity 
진실성, 정직, 성실, 완전, 온
전함

70 critic 비평가, 평론가, 비판자 95 license 면허, 면허증, 허가증  허가하다

71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강한, 묘한 96 litter 
쓰레기, (애완동물 배설용 상
자 속의) 점토

72 discharge 배출하다, 방출하다  방출 97 overhear 우연히 듣다, 엿듣다

73 execute 실행하다, 집행하다, 처형하다 98 property 재산, 부동산, 특성

74 former 이전의, 전자의  전자 99 slash 깊이 베다, 삭감하다  삭감, 

75 gesture 몸짓, 동작, 표시  몸짓하다 100 spark 불꽃  불꽃을 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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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3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stir 
휘젓다, (감정을 동요시키다  
뒤섞기

126 familiar 익숙한, 친숙한 친밀한

102 tap 
톡톡 두드리다, 박자를 맞추다, 
이용하다

127 furry 
부드러운 털의, 털로 덮인, 털 
같은

103 trunk 
(나무) 줄기, 몸통, 코끼리의 코, 
사각 팬츠(-s)

128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
는

104 unintentionally 아무런 생각도 없이 129 moisture 수분, 습기

105 zip 
빠르게 지나가다, 지퍼를 채
우다

130 overpowering 압도적인, 아주 강한

106 weaken (능력, 세력 등이) 약화되다 131 poverty 가난, 빈곤, 부족, 결핍

107 wither (식물, 체력 등이) 시들다 132 rule 규칙, 통치  지배하다

108 wane
(빛, 명성 등이) 약해지다, 쇠
퇴하다

133 solitary 
외로운, 혼자의, 단독의, 인적
이 드문

109 worsen (문제 등이) 악화되다 134 stock 저장, 재고, 주식, 가축

110 corrode (금속이) 부식되다, 부패하다 135 tip 끝, 조언, 팁  기울다, 기울이다

111 active 활동적인, 적극적인,  활성의 136 usage 용법, 사용, 사용량

112 annual 해마다의, 연간의,  1년생의 137 utter 전적인  발언하다

113 availability 유용성, 이용 가능성 138 vacuum 진공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114 avoid 피하다, 예방하다 139 vast 
방대한, 막대한, 광대한, 어마
어마한

115 command 명령하다, 조망하다, 지배하다 140 wear 입다, 닳다, 닮게 하다

116 deal 다루다, 거래하다  취급, 거래, 141 aquatic 물의  수생 동식물, 수상 경기

117 disappear 사라지다 142 bite 물다  물기, 입질, 한입

118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하다, 촉진하다 143 counsellor 
상담사, 상담 전문가, 카운슬
러

119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144 delicate 섬세한, 연약한

120 manner 방식, 태도, 예의범절(-s) 145 drift 
이동, 표류  이동하다, 표류하
다

121 abundant 풍부한, 풍족한 146 furnish 제공하다, 비치하다, 설치하다

122 affect 영향을 미치다  정서, 감정 147 habitat 서식지, 거주지

123 chronically 만성적으로 148 lean 기울이다, 기대다  마른

124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149 mist 옅은 안개

125 define 정의하다, (범위를) 한정하다 150 motor 
모터  모터가 달린, (근육) 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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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mourn 슬퍼하다, 애도하다 176

152 oppress 
압박하다, 억압하다, 박해
하다

177

153 prominent 저명한, 두드러진, 돌출된 178

154 sarcastic 빈정대는, 비꼬는 179

155 scorn 경멸  경멸하다 180

156 sow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심다

181

157 string 줄, (악기의) 현 182

158 timber 수목, 목재 183

159 via
(전)  ~을 경유하여,  ~을 
통하여

184

160 virtue 선, 덕, 미덕, 장점 185

161 make a choice 선택하다 186

162 make a mistake 실수하다 187

163 make an effort 노력하다 188

164 make an excuse 변명하다 189

165 make arrangements 준비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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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