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admire 26 civilization 

2 theory 27 chamber 

3 interest 28 atmosphere 

4 pretend 29 haunt 

5 appropriate 30 facility 

6 detail 31 trail 

7 excite 32 misleading 

8 assumption 33 metaphor 

9 conscious 34 vegetation 

10 present 35 offensive 

11 critical 36 certificate 

12 swing 37 genetic 

13 fix 38 eventually 

14 hierarchy 39 ashamed 

15 spontaneous 40 recover 

16 rhyme 41 destiny 

17 distinguish 42 reserve 

18 temporary 43 ruin 

19 sociable 44 fit 

20 rejoice 45 fuzzy 

21 inferior 46 component 

22 underestimate 47 sophistication 

23 reside 48 diameter 

24 fair 49 tribe 

25 revolution 50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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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extension 76 slaughter 

52 renewal 77 widespread 

53 enlargement 78 spectacular 

54 magnification 79 context 

55 exaggeration 80 council 

56 process 81 maximize 

57 manage 82 mechanism 

58 advance 83 govern 

59 evolution 84 acoustic 

60 prefer 85 erode 

61 proper 86 outcome 

62 consequence 87 pandemic 

63 improve 88 commitment 

64 article 89 index 

65 address 90 anger 

66 priority 91 significance 

67 envision 92 leak 

68 identity 93 oppose 

69 infect 94 civil 

70 heighten 95 assign 

71 explosion 96 justice 

72 authentic 97 criminal 

73 invade 98 fate 

74 contamination 99 scarce 

75 typical 100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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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dimension 126 publish 

102 assure 127 thread 

103 addiction 128 generous 

104 intimidate 129 fare 

105 validate 130 dumb 

106 work on 131 ecology 

107 hand[bring] in 132 lyric 

108 figure[make] out 133 comprise 

109 enroll in 134 diploma 

110 look up 135 rational 

111 emotion 136 implicit 

112 confidence 137 textile 

113 individual 138 stride 

114 alternative 139 pitfall 

115 necessary 140 spear 

116 trend 141 prophecy 

117 fundamental 142 subsequent 

118 practical 143 route 

119 flight 144 attach 

120 contract 145 portable 

121 policy 146 immune 

122 victimize 147 breed 

123 uncover 148 merchant 

124 receipt 149 termination 

125 external 150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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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statistic 176

152 loose 177

153 confirm 178

154 formulate 179

155 protest 180

156 brief 181

157 bark 182

158 resume 183

159 territory 184

160 consult 185

161 take responsibility 186

162 take account 187

163 take office 188

164 take a risk 189

165 tak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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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존경하다, 칭찬하다, 감탄하며 바
라보다

26 문명, 개화

2 이론, 학설 27 방, 실, 회의실, (의회의) 원

3
관심, 흥미, 이익, 이자   ~의 관
심을 끌다

28 (지구의) 대기, 공기, 분위기

4  ~인 척하다 29 귀신이 출몰하다

5 적절한  도용하다 30 시설, 기능, 재능

6 세부 사항  상세히 알리다 31 자취, 자국  끌다

7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32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도하
는

8 가정, 추정, 가설 33 은유, 비유

9 의식하는, 자각하는 34
초목식물, 한 지방 특유의 식
물

10 제공하다  선물, 현재 35 불쾌한, 모욕적인, 공격적인

11 비판적인, 중요한, 중대한 36
면허(증), 증명서  면허증을 
교부하다

12 휘두르다, 흔들리다  흔들기 37 유전의, 유전학의

13 해결하다, 고정하다, 수리하다 38 결국, 마침내

14 위계, 서열, 계급제 39 부끄러운, 창피한

15 자생적인, 자발적인 40 회복되다, 되찾다, 만회하다

16 운율(음조가 비슷한 글자) 41 (사람 등의) 운명

17 구별하다, 식별하다 42
예약하다, 남겨 두다  저장량, 
비축물

18 일시적인, 임시의 43 파멸시키다  파멸, 붕괴, 몰락

19 사교적인 44
적합한, 건강한  맞다, 맞게 
하다

20 (크게) 기뻐하다, 환호하다 45 흐릿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21 열등한, 하위의 46 (구성) 요소, 부품

22 과소평가하다, 낮게 어림하다 47 세련됨, 복잡함, 정교함, 교양

23
거주하다, (특정한 곳에) 
살다

48 지름, 직경, 배율

24 공정한, 타당한  박람회 49 부족, 종족, 무리

25 혁명, (행성의) 공전 50 (거대한) 규모, 거대함,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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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연장, 확대 76
대량 학살, 도살, 도축  도살
하다

52 갱신, 연장 77 널리 퍼져 있는, 광범위한

53 확장, 확대 78 멋진, 장관을 이루는, 화려한

54 확대, 과장 79 맥락, 문맥, 정황, 배경

55 과장 80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협
의회

56
과정, 공정  처리하다, 가공하
다

81
최대화하다, 최대로 활용하
다

57
관리하다, 운영하다, 간신히 해
내다

82 기제, 구조, 기계 장치

58 발전, 진전  나아가게 하다 83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59 진화, (점진적인) 발전 84 음향의, 청각의

60  ~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85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61 적절한, 올바른 86 결과, 성과

62 결과, 중요함 87
유행병  전 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63 개선하다, 향상하다 88 헌신, 약속, 책무, 전념

64 기사, 글, 조항, 물품 89 지표, 색인 지수  색인을 달다

65 주소, 연설  연설하다 90 분노, 화  화나게 하다

66 우선 사항, 우선권 91 중요성, 의미심장함

67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92
새다, 누설되다  새는 구멍, 누
출

68 신원, 신분, 정체성, 일치, 개성 93 반대하다, 대항하다

69 감염시키다, 전염시키다 94 시민의, 민간의, 민사상의

70 높게 하다, 고조시키다 95 배정하다, 부여하다, 임명하다

71 폭발(적인 증가), 폭파 96 정의, 공정, 사법

72 진짜인, 진품인 97 범죄의, 형사상의  범인

73 침입하다, 침략하다 98 운명, 숙명

74 오염, 더러움 99 부족한, 드문, 진귀한

75 일반적인, 보통의, 전형적인 100 뒤집다, 바꿔 놓다  정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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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차원, 관점, (공간의) 크기 126 출판하다, 발행하다, 발표하다

102 확신시켜 주다, 보장하다 127 실, 가닥, 줄기  (실 등을) 꿰다

103 중독, 열중, 몰두 128
후한, 너그러운, 관대한, 넉넉
한

104 겁을 주다, 위협하다 129 (교통) 요금, 운임, (택시) 승객

105
입증하다, 확인하다, 승인하
다

130
바보 같은, 말을 못하는, 벙어
리의

106 ~에 대해 연구하다 131 생태(계), 생태학

107 ~을 제출하다 132
가사, 서정시  서정시의, 가사
의

108 ~을 파악하다 133 구성하다, 포함하다

109 ~에 등록하다 134
졸업장, 수료증, (대학의 학습) 과
정

110 ~을 찾아보다 135 합리적인, 이성적인

111 감정, 정서, 감동 136 암시적인, 잠재적인, 내재적인

112 자신감, 신뢰, 확신, 비밀 137 직물, 옷감, 섬유 산업  직물의

113 개인의, 개개의  개인 138
(성큼성큼 걷는) 걸음  성큼성
큼 걷다

114 대체 가능한, 대체의  대안 139 함정, 위험

115 필요한, 필연적인 140 창  (창으로) 찌르다

116
유행, 추세   ~의 방향으로 가
다

141 예언

117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본, 기
초

142 이후의, 그다음의

118 실용적인, 현실적인, 실제적인 143
길, 경로, 노선  보내다, 전송하
다

119 항공편, 비행 144 붙이다, 첨부하다

120 계약(서)  계약하다, 수축하다 145 휴대용의, 휴대할 수 있는

121 정책, 방침 146 면역의, 면역성이 있는

122 희생시키다, 피해자로 만들다 147
품종, 유형  새끼를 낳다, 사육
하다

123 알아내다, 찾아내다, 폭로하다 148 상인  상인의, 상업용의

124 영수증, 수령(액) 149 종료, 최후

125 외부의, 외적인, 외계의 150 전통적인, 재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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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통계 (자료)  통계의, 통계적인 176

152
헐거운, 헝클어진, 풀린, 
느슨한

177

153 확증하다, 확인하다 178

154 공식화하다, 명확히 말하다 179

155
반대하다, 항의하다  항
의 시위

180

156
짧은, 간단한  간단히 알
리다

181

157
(개나 여우가) 짖다  나무
껍질

182

158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183

159 영역, 영토, 구역 184

160
상담하다, 상의하다, 진찰받
다

185

161 책임지다 186

162 고려하다 187

163 취임하다 188

164 위험을 무릅쓰다 189

165 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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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admire 
존경하다, 칭찬하다, 감탄하며 바
라보다

26 civilization 문명, 개화

2 theory 이론, 학설 27 chamber 방, 실, 회의실, (의회의) 원

3 interest 
관심, 흥미, 이익, 이자   ~의 관
심을 끌다

28 atmosphere (지구의) 대기, 공기, 분위기

4 pretend  ~인 척하다 29 haunt 귀신이 출몰하다

5 appropriate 적절한  도용하다 30 facility 시설, 기능, 재능

6 detail 세부 사항  상세히 알리다 31 trail 자취, 자국  끌다

7 excite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32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도하
는

8 assumption 가정, 추정, 가설 33 metaphor 은유, 비유

9 conscious 의식하는, 자각하는 34 vegetation 
초목식물, 한 지방 특유의 식
물

10 present 제공하다  선물, 현재 35 offensive 불쾌한, 모욕적인, 공격적인

11 critical 비판적인, 중요한, 중대한 36 certificate 
면허(증), 증명서  면허증을 
교부하다

12 swing 휘두르다, 흔들리다  흔들기 37 genetic 유전의, 유전학의

13 fix 해결하다, 고정하다, 수리하다 38 eventually 결국, 마침내

14 hierarchy 위계, 서열, 계급제 39 ashamed 부끄러운, 창피한

15 spontaneous 자생적인, 자발적인 40 recover 회복되다, 되찾다, 만회하다

16 rhyme 운율(음조가 비슷한 글자) 41 destiny (사람 등의) 운명

17 distinguish 구별하다, 식별하다 42 reserve 
예약하다, 남겨 두다  저장량, 
비축물

18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43 ruin 파멸시키다  파멸, 붕괴, 몰락

19 sociable 사교적인 44 fit 
적합한, 건강한  맞다, 맞게 
하다

20 rejoice (크게) 기뻐하다, 환호하다 45 fuzzy 흐릿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21 inferior 열등한, 하위의 46 component (구성) 요소, 부품

22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낮게 어림하다 47 sophistication 세련됨, 복잡함, 정교함, 교양

23 reside 
거주하다, (특정한 곳에) 
살다

48 diameter 지름, 직경, 배율

24 fair 공정한, 타당한  박람회 49 tribe 부족, 종족, 무리

25 revolution 혁명, (행성의) 공전 50 magnitude (거대한) 규모, 거대함,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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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extension 연장, 확대 76 slaughter 
대량 학살, 도살, 도축  도살
하다

52 renewal 갱신, 연장 77 widespread 널리 퍼져 있는, 광범위한

53 enlargement 확장, 확대 78 spectacular 멋진, 장관을 이루는, 화려한

54 magnification 확대, 과장 79 context 맥락, 문맥, 정황, 배경

55 exaggeration 과장 80 council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협
의회

56 process 
과정, 공정  처리하다, 가공하
다

81 maximize 
최대화하다, 최대로 활용하
다

57 manage 
관리하다, 운영하다, 간신히 해
내다

82 mechanism 기제, 구조, 기계 장치

58 advance 발전, 진전  나아가게 하다 83 govern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59 evolution 진화, (점진적인) 발전 84 acoustic 음향의, 청각의

60 prefer  ~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85 erode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61 proper 적절한, 올바른 86 outcome 결과, 성과

62 consequence 결과, 중요함 87 pandemic 
유행병  전 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63 improve 개선하다, 향상하다 88 commitment 헌신, 약속, 책무, 전념

64 article 기사, 글, 조항, 물품 89 index 지표, 색인 지수  색인을 달다

65 address 주소, 연설  연설하다 90 anger 분노, 화  화나게 하다

66 priority 우선 사항, 우선권 91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심장함

67 envision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92 leak 
새다, 누설되다  새는 구멍, 누
출

68 identity 신원, 신분, 정체성, 일치, 개성 93 oppose 반대하다, 대항하다

69 infect 감염시키다, 전염시키다 94 civil 시민의, 민간의, 민사상의

70 heighten 높게 하다, 고조시키다 95 assign 배정하다, 부여하다, 임명하다

71 explosion 폭발(적인 증가), 폭파 96 justice 정의, 공정, 사법

72 authentic 진짜인, 진품인 97 criminal 범죄의, 형사상의  범인

73 invade 침입하다, 침략하다 98 fate 운명, 숙명

74 contamination 오염, 더러움 99 scarce 부족한, 드문, 진귀한

75 typical 일반적인, 보통의, 전형적인 100 reverse 뒤집다, 바꿔 놓다  정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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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5-27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dimension 차원, 관점, (공간의) 크기 126 publish 출판하다, 발행하다, 발표하다

102 assure 확신시켜 주다, 보장하다 127 thread 실, 가닥, 줄기  (실 등을) 꿰다

103 addiction 중독, 열중, 몰두 128 generous 
후한, 너그러운, 관대한, 넉넉
한

104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129 fare (교통) 요금, 운임, (택시) 승객

105 validate 
입증하다, 확인하다, 승인하
다

130 dumb 
바보 같은, 말을 못하는, 벙어
리의

106 work on ~에 대해 연구하다 131 ecology 생태(계), 생태학

107 hand[bring] in ~을 제출하다 132 lyric 
가사, 서정시  서정시의, 가사
의

108 figure[make] out ~을 파악하다 133 comprise 구성하다, 포함하다

109 enroll in ~에 등록하다 134 diploma 
졸업장, 수료증, (대학의 학습) 과
정

110 look up ~을 찾아보다 135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111 emotion 감정, 정서, 감동 136 implicit 암시적인, 잠재적인, 내재적인

112 confidence 자신감, 신뢰, 확신, 비밀 137 textile 직물, 옷감, 섬유 산업  직물의

113 individual 개인의, 개개의  개인 138 stride 
(성큼성큼 걷는) 걸음  성큼성
큼 걷다

114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대체의  대안 139 pitfall 함정, 위험

115 necessary 필요한, 필연적인 140 spear 창  (창으로) 찌르다

116 trend 
유행, 추세   ~의 방향으로 가
다

141 prophecy 예언

117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본, 기
초

142 subsequent 이후의, 그다음의

118 practical 실용적인, 현실적인, 실제적인 143 route 
길, 경로, 노선  보내다, 전송하
다

119 flight 항공편, 비행 144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

120 contract 계약(서)  계약하다, 수축하다 145 portable 휴대용의, 휴대할 수 있는

121 policy 정책, 방침 146 immune 면역의, 면역성이 있는

122 victimize 희생시키다, 피해자로 만들다 147 breed 
품종, 유형  새끼를 낳다, 사육
하다

123 uncover 알아내다, 찾아내다, 폭로하다 148 merchant 상인  상인의, 상업용의

124 receipt 영수증, 수령(액) 149 termination 종료, 최후

125 external 외부의, 외적인, 외계의 150 conventional 전통적인, 재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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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statistic 통계 (자료)  통계의, 통계적인 176

152 loose 
헐거운, 헝클어진, 풀린, 
느슨한

177

153 confirm 확증하다, 확인하다 178

154 formulate 공식화하다, 명확히 말하다 179

155 protest 
반대하다, 항의하다  항
의 시위

180

156 brief 
짧은, 간단한  간단히 알
리다

181

157 bark 
(개나 여우가) 짖다  나무
껍질

182

158 resume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 183

159 territory 영역, 영토, 구역 184

160 consult 
상담하다, 상의하다, 진찰받
다

185

161 take responsibility 책임지다 186

162 take account 고려하다 187

163 take office 취임하다 188

164 take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189

165 take advantage 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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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