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annoyed 26 repeat 

2 apparent 27 resistant 

3 aware 28 scatter 

4 concentrate 29 tease 

5 immediate 30 wound 

6 proceed 31 bribe 

7 progress 32 bullying 

8 resource 33 calf 

9 respond 34 censor 

10 survive 35 deduce 

11 abuse 36 directive 

12 adequate 37 discard 

13 arrange 38 episode 

14 bury 39 exclusion 

15 contrast 40 inborn 

16 feed 41 involvement 

17 judge 42 nourish 

18 latter 43 rust 

19 mean 44 serene 

20 occasion 45 sweat 

21 offer 46 track 

22 prison 47 transfer 

23 professional 48 upright 

24 psychology 49 ward 

25 rent 50 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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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look forward to 76 concept 

52 look up to 77 depict 

53 look down on 78 dot 

54 look through 79 drain 

55 look around 80 expansion 

56 accompany 81 expert 

57 bear 82 faith 

58 bundle 83 fashion 

59 cheat 84 fluently 

60 check 85 hardship 

61 distinct 86 imitation 

62 force 87 irrelevant 

63 outstanding 88 layout 

64 purpose 89 pain 

65 treat 90 refresh 

66 absolute 91 shallow 

67 artistic 92 sophisticated 

68 blame 93 staple 

69 broad 94 strategy 

70 brush 95 transition 

71 budget 96 workforce 

72 burn 97 chip 

73 celebrity 98 dine 

74 cite 99 incur 

75 colleague 100 inse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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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journalism 126 urge 

102 rigor 127 finite 

103 sanction 128 flourish 

104 sentiment 129 whisper 

105 transaction 130 utility 

106 go off 131 standard 

107 run off 132 abolish 

108 log off [out] 133 bond 

109 back up 134 monitor 

110 pick up 135 ratio 

111 consistent 136 yard 

112 evaluate 137 motive 

113 ethnic 138 float 

114 prey 139 decay 

115 huge 140 ritual 

116 politics 141 elastic 

117 authority 142 tale 

118 visual 143 stance 

119 hypothesis 144 inquire 

120 defend 145 parallel 

121 exceed 146 retail 

122 warrior 147 immigrant 

123 pursuit 148 resign 

124 liquid 149 naive 

125 scholarship 150 f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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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publication 176

152 ecological 177

153 custom 178

154 prone 179

155 modest 180

156 overlap 181

157 quarrel 182

158 lessen 183

159 profession 184

160 transit 185

161 control 186

162 restriction 187

163 limitation 188

164 suppression 189

165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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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귀찮은, 짜증난 26 반복하다, 따라하다, 복습하다

2 명백한, 외관상의 27 저항력 있는, 저항하는

3 알고 있는 인식하는 28 흩어지다, 뿌리다, 쫓아 버리다

4 집중하다, 모으다 29 놀리다,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5
즉시의, 즉각적인, 당장
의, 직접적인

30 상처, 부상  부상을 입히다

6
나아가다, 계속하다, 이어
서  ~하다

31 뇌물  뇌물을 주다, 매수하다

7 진행, 발전, 진보 32 약자 괴롭히기, 집단 괴롭힘

8 공급원, 자원, 자산 33 종아리, (하마, 물소, ) 새끼

9 응답하다, 반응하다 34 검열관  검열하다

10
생존하다, 견뎌 내다,  ~보
다 더 살다

35 추론하다, 연역하다

11 남용, 학대, 혹사  남용하다 36 지시, 명령  지시하는

12 적절한, 충분한 37 버리다, 폐기하다  버린 것

13 배열하다, 준비하다, 해결하다 38 에피소드, 일화

14 묻다, 매장하다, 숨기다 39 배제, 제외

15 차이, 대조  대조하다 40 타고난, 선천적인

16 먹이를 주다, 먹다, 공급하다 41 관련, 참여, 관여, 몰두

17 판사, 심판  재판하다, 판단하다 42 영양분을 주다, 키우다, 기르다

18 후자의, 마지막의  후자 43 녹슬다, 부식하다, 부식시키다

19 의미하다,  비열한, 평균의 44 평화로운, 고요한

20 때, 경우, 행사 45 땀  땀을 흘리다

21
제공하다, 제의하다  제공, 
제의

46
길, 자취, 육상 경기  추적하
다

22 교도소, 감옥 47 전환, 환승, 전송, 전학, 이동

23
전문의, 직업적인  전문가, 
프로 선수

48 똑바른, 수직의

24 심리, 심리학, 심리 작용 49
병동, 병실, 수용실, (행정 구
획) 구(區)

25
빌리다, 대여하다, 임차하
다  집세

50
 물러나다, 철회하다, (예금
을) 인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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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을 고대하다 76 개념

52 ~을 존경하다 77 그리다, 묘사하다

53 ~을 경시[무시]하 78  점을 찍다, 여기저기 흩어 놓다

54 ~을 검토하다,  ~을 훑어보다 79
빼내다, 배수하다, 소진시키
다

55 둘러보다, 이것저것 고려하다 80 확대, 확장, 팽창

56 동행하다, 수반하다, 반주하다 81 전문가  전문적인, 숙련된

57
참다, (책임, 부담을) 지다, (아
이를) 낳다

82 믿음, 신용, 신념, 신앙

58
꾸러미, 다발, 묶음  밀어 넣다, 
꾸리다

83 유행, 방식  형성하다

59
속이다, (시험) 부정행위를 하다  
속임수

84 유창하게, 완만하게

60
점검하다, 저지하다  점검, 저지, 
체크무늬

85 어려움, 고난, 학대

61 뚜렷한, 별개의, 별도의 86 모방, 흉내, 모조품

62 힘  강요하다 87 관련이 없는, 상관없는

63 현저한, 뛰어난 88 레이아웃, 설계, 배치

64 목적, 의도 89 고통, 통증, 고생(-s)

65 다루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90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66 완전한, 절대적인  절대적인 것 91 얕은, 피상적인

67
예술의, 예술적 감각이 있는, 아
름다운

92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 지적
인

68 비난하다,  ~의 탓으로 돌리다 93 주요한  주요 산물

69
넓은 (빛이) 환한, (웃음이) 만연
의

94 방법, 전략

70
솔질하다,  ~을 제쳐 놓다( ~ 
aside)

95 변이(變形), 전이, 변천, 과도기

71 예산  예산을 세우다  저렴한 96
(조직의) 직원, 노동력, 노 인
구

72 타다, 빛나다, 소모하다  화상 97 조각, 토막  잘게 썰다

73 유 인사, 명성, 인기도 98 식사를 하다, 만찬을 들다

74 인용하다, 언급하다 99 처하게 되다, 초래하다

75 동료 100 분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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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저널리즘, 언론학, 언론계, 보
도

126
재촉하다, 강력히 권고하다  
욕구

102 엄격함, 단호함 127 유한한, 한정된

103 제재, 허가, 승인  승인하다 128 번성하다, 번창하다

104 정서, 감정, 감상 129 속삭이다, 일러바치다  속삭임

105 <명>거래 130
유용성, 유익, (pl.) 공익사업
[시설]

106 (경보기가) 울리다, 폭발하다 131 기준, 표준, 모범  표준의

107 ~을 뽑다 132 없애다, 폐지하다

108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종
료하다

133 유대 (관계)  유대를 형성하다

109 ~을 백업하다 134 감시하다, 추적 관찰하다

110 ~을 (인터넷으로) 받다 135 비율, 비(比)

111 일치하는, 일관된, 변함없는 136 뜰, 마당, 야드(길이의 단위)

112 평가하다, 어림하다 137 동기, 자극  원동력이 되는

113 민족 인종의, 민족 특유의 138
(물이나 공중에서) 뜨다, 떠오
르다

114 먹이, 희생 139 부패, 부식, 쇠퇴  부패하다

115 커다란, 거대한, 엄청난 140 의식, 의식적인 행사  의식의

116 정치, 정치학 141
탄력 있는, 탄성이 있는, 융통
성 있는

117 권위, 권력, 권한, (pl.) 당국 142 이야기, 설화

118 시각의, 시각에 의한 143 입장, 태도, 자세

119 가설, 가정 144 문의하다, 묻다, 조사하다

120 방어하다, 옹호하다, 변호하다 145
평행한, 유사한   ~과 유사하
다

121 넘다, 능가하다, 초과하다 146 소매하다  소매  소매의

122 전사, 무사 147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이
주민의

123 추구, 추격, 일 148 사직하다, 물러나다, 체념하다

124 액체, 유동체  액체의 149 순진한, 천진난만한

125 장학금, 학문, 학식 150 격노한, 열광적인, 맹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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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출판(물), 발행, 발표 176

152
생태계[학]의, 환경의[친화
적인]

177

153 관습, 관행, (pl.) 관세, 세관 178

154  ~하기 쉬운,  ~에 빠지기 쉬운 179

155
적당한, 겸손한, 그다지 
크지 않은

180

156 겹치다, 중복되다  겹침, 181

157 (말)다툼, 싸움  다투다 182

158 줄이다, 작아지다, 적어지다 183

159 직업, 직종, 전문직, 공언 184

160 통과, 변화, 대중교통 수단 185

161 통제[규제/억제] 186

162
(법률, 규칙을 통한) 제한
[규제]

187

163
국한[제한](하는 행위, 과
정)

188

164
(감정 등의) 억제, (반란 
등의) 억압

189

165 제약(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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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annoyed 귀찮은, 짜증난 26 repeat 반복하다, 따라하다, 복습하다

2 apparent 명백한, 외관상의 27 resistant 저항력 있는, 저항하는

3 aware 알고 있는 인식하는 28 scatter 흩어지다, 뿌리다, 쫓아 버리다

4 concentrate 집중하다, 모으다 29 tease 놀리다,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5 immediate 
즉시의, 즉각적인, 당장
의, 직접적인

30 wound 상처, 부상  부상을 입히다

6 proceed 
나아가다, 계속하다, 이어
서  ~하다

31 bribe 뇌물  뇌물을 주다, 매수하다

7 progress 진행, 발전, 진보 32 bullying 약자 괴롭히기, 집단 괴롭힘

8 resource 공급원, 자원, 자산 33 calf 종아리, (하마, 물소, ) 새끼

9 respond 응답하다, 반응하다 34 censor 검열관  검열하다

10 survive 
생존하다, 견뎌 내다,  ~보
다 더 살다

35 deduce 추론하다, 연역하다

11 abuse 남용, 학대, 혹사  남용하다 36 directive 지시, 명령  지시하는

12 adequate 적절한, 충분한 37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버린 것

13 arrange 배열하다, 준비하다, 해결하다 38 episode 에피소드, 일화

14 bury 묻다, 매장하다, 숨기다 39 exclusion 배제, 제외

15 contrast 차이, 대조  대조하다 40 inborn 타고난, 선천적인

16 feed 먹이를 주다, 먹다, 공급하다 41 involvement 관련, 참여, 관여, 몰두

17 judge 판사, 심판  재판하다, 판단하다 42 nourish 영양분을 주다, 키우다, 기르다

18 latter 후자의, 마지막의  후자 43 rust 녹슬다, 부식하다, 부식시키다

19 mean 의미하다,  비열한, 평균의 44 serene 평화로운, 고요한

20 occasion 때, 경우, 행사 45 sweat 땀  땀을 흘리다

21 offer 
제공하다, 제의하다  제공, 
제의

46 track 
길, 자취, 육상 경기  추적하
다

22 prison 교도소, 감옥 47 transfer 전환, 환승, 전송, 전학, 이동

23 professional 
전문의, 직업적인  전문가, 
프로 선수

48 upright 똑바른, 수직의

24 psychology 심리, 심리학, 심리 작용 49 ward 
병동, 병실, 수용실, (행정 구
획) 구(區)

25 rent 
빌리다, 대여하다, 임차하
다  집세

50 withdraw 
 물러나다, 철회하다, (예금
을) 인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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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76 concept 개념

52 look up to ~을 존경하다 77 depict 그리다, 묘사하다

53 look down on ~을 경시[무시]하 78 dot  점을 찍다, 여기저기 흩어 놓다

54 look through ~을 검토하다,  ~을 훑어보다 79 drain 
빼내다, 배수하다, 소진시키
다

55 look around 둘러보다, 이것저것 고려하다 80 expansion 확대, 확장, 팽창

56 accompany 동행하다, 수반하다, 반주하다 81 expert 전문가  전문적인, 숙련된

57 bear 
참다, (책임, 부담을) 지다, (아
이를) 낳다

82 faith 믿음, 신용, 신념, 신앙

58 bundle 
꾸러미, 다발, 묶음  밀어 넣다, 
꾸리다

83 fashion 유행, 방식  형성하다

59 cheat 
속이다, (시험) 부정행위를 하다  
속임수

84 fluently 유창하게, 완만하게

60 check 
점검하다, 저지하다  점검, 저지, 
체크무늬

85 hardship 어려움, 고난, 학대

61 distinct 뚜렷한, 별개의, 별도의 86 imitation 모방, 흉내, 모조품

62 force 힘  강요하다 87 irrelevant 관련이 없는, 상관없는

63 outstanding 현저한, 뛰어난 88 layout 레이아웃, 설계, 배치

64 purpose 목적, 의도 89 pain 고통, 통증, 고생(-s)

65 treat 다루다, 치료하다, 대접하다 90 refresh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66 absolute 완전한, 절대적인  절대적인 것 91 shallow 얕은, 피상적인

67 artistic 
예술의, 예술적 감각이 있는, 아
름다운

92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 지적
인

68 blame 비난하다,  ~의 탓으로 돌리다 93 staple 주요한  주요 산물

69 broad 
넓은 (빛이) 환한, (웃음이) 만연
의

94 strategy 방법, 전략

70 brush 
솔질하다,  ~을 제쳐 놓다( ~ 
aside)

95 transition 변이(變形), 전이, 변천, 과도기

71 budget 예산  예산을 세우다  저렴한 96 workforce 
(조직의) 직원, 노동력, 노 인
구

72 burn 타다, 빛나다, 소모하다  화상 97 chip 조각, 토막  잘게 썰다

73 celebrity 유 인사, 명성, 인기도 98 dine 식사를 하다, 만찬을 들다

74 cite 인용하다, 언급하다 99 incur 처하게 되다, 초래하다

75 colleague 동료 100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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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7-9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journalism 
저널리즘, 언론학, 언론계, 보
도

126 urge 
재촉하다, 강력히 권고하다  
욕구

102 rigor 엄격함, 단호함 127 finite 유한한, 한정된

103 sanction 제재, 허가, 승인  승인하다 128 flourish 번성하다, 번창하다

104 sentiment 정서, 감정, 감상 129 whisper 속삭이다, 일러바치다  속삭임

105 transaction <명>거래 130 utility 
유용성, 유익, (pl.) 공익사업
[시설]

106 go off (경보기가) 울리다, 폭발하다 131 standard 기준, 표준, 모범  표준의

107 run off ~을 뽑다 132 abolish 없애다, 폐지하다

108 log off [out]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종
료하다

133 bond 유대 (관계)  유대를 형성하다

109 back up ~을 백업하다 134 monitor 감시하다, 추적 관찰하다

110 pick up ~을 (인터넷으로) 받다 135 ratio 비율, 비(比)

111 consistent 일치하는, 일관된, 변함없는 136 yard 뜰, 마당, 야드(길이의 단위)

112 evaluate 평가하다, 어림하다 137 motive 동기, 자극  원동력이 되는

113 ethnic 민족 인종의, 민족 특유의 138 float 
(물이나 공중에서) 뜨다, 떠오
르다

114 prey 먹이, 희생 139 decay 부패, 부식, 쇠퇴  부패하다

115 huge 커다란, 거대한, 엄청난 140 ritual 의식, 의식적인 행사  의식의

116 politics 정치, 정치학 141 elastic 
탄력 있는, 탄성이 있는, 융통
성 있는

117 authority 권위, 권력, 권한, (pl.) 당국 142 tale 이야기, 설화

118 visual 시각의, 시각에 의한 143 stance 입장, 태도, 자세

119 hypothesis 가설, 가정 144 inquire 문의하다, 묻다, 조사하다

120 defend 방어하다, 옹호하다, 변호하다 145 parallel 
평행한, 유사한   ~과 유사하
다

121 exceed 넘다, 능가하다, 초과하다 146 retail 소매하다  소매  소매의

122 warrior 전사, 무사 147 immigrant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이
주민의

123 pursuit 추구, 추격, 일 148 resign 사직하다, 물러나다, 체념하다

124 liquid 액체, 유동체  액체의 149 naive 순진한, 천진난만한

125 scholarship 장학금, 학문, 학식 150 furious 격노한, 열광적인, 맹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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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publication 출판(물), 발행, 발표 176

152 ecological 
생태계[학]의, 환경의[친화
적인]

177

153 custom 관습, 관행, (pl.) 관세, 세관 178

154 prone  ~하기 쉬운,  ~에 빠지기 쉬운 179

155 modest 
적당한, 겸손한, 그다지 
크지 않은

180

156 overlap 겹치다, 중복되다  겹침, 181

157 quarrel (말)다툼, 싸움  다투다 182

158 lessen 줄이다, 작아지다, 적어지다 183

159 profession 직업, 직종, 전문직, 공언 184

160 transit 통과, 변화, 대중교통 수단 185

161 control 통제[규제/억제] 186

162 restriction
(법률, 규칙을 통한) 제한
[규제]

187

163 limitation
국한[제한](하는 행위, 과
정)

188

164 suppression
(감정 등의) 억제, (반란 
등의) 억압

189

165 constraint 제약(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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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