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regret 26 posture 

2 medium 27 debris 

3 excel 28 invariable 

4 intellectually 29 plunge 

5 awesome 30 misplace 

6 devise 31 dormant 

7 definitely 32 bureaucracy 

8 perspective 33 mischief 

9 innovation 34 adaptability 

10 urgent 35 stroll 

11 inherent 36 startled 

12 toss 37 glow 

13 dual 38 overtime 

14 notify 39 biosphere 

15 deem 40 recital 

16 attentive 41 propel 

17 ambiguity 42 reclaim 

18 clarify 43 launch 

19 physicist 44 gourmet 

20 allocate 45 humanitarian 

21 reflection 46 emission 

22 hug 47 firework 

23 kinship 48 fragment 

24 poem 49 institution 

25 belly 50 aqu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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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exponential 76 abstract 

52 substantial 77 pest 

53 moderate 78 victim 

54 modest 79 alternate 

55 gradual 80 bowl 

56 intend 81 stretch 

57 approach 82 correspond 

58 capacity 83 fellow 

59 harm 84 pose 

60 confuse 85 tremble 

61 recent 86 terrifying 

62 stable 87 nonsense 

63 deny 88 violation 

64 identify 89 dull 

65 shape 90 democracy 

66 depressed 91 fatal 

67 versus 92 revenue 

68 philosophy 93 dump 

69 inclined 94 tackle 

70 empathetic 95 microscope 

71 injured 96 slave 

72 migrate 97 rigid 

73 congratulate 98 embed 

74 fright 99 scratch 

75 persuade 100 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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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curb 126 vulnerable 

102 slam 127 punish 

103 prolonged 128 misconception 

104 medieval 129 warning 

105 astronaut 130 desperate 

106 outnumber 131 primitive 

107 outwit 132 gravity 

108 outlive 133 fascinated 

109 outperform 134 agent 

110 outlast 135 elaborate 

111 inform 136 steep 

112 enable 137 disconnect 

113 challenge 138 military 

114 term 139 stroke 

115 attack 140 flu 

116 region 141 parliament 

117 factor 142 relieve 

118 attitude 143 intent 

119 prevent 144 clumsy 

120 diversity 145 brilliant 

121 organism 146 spineless 

122 investigate 147 implement 

123 predator 148 pillar 

124 coast 149 inscription 

125 chase 150 re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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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choir 176

152 rub 177

153 divorce 178

154 stack 179

155 barber 180

156 upcoming 181

157 descent 182

158 sauce 183

159 equator 184

160 nail 185

161 needless to say 186

162 to say nothing of 187

163 to tell 188

164 so to speak 189

165 speak well[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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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후회하다   후회, 유감 26  자세, 마음가짐, 태도

2  매체, 매개물, 수단, 방편   중간의 27  파편, 부스러기, 잔해 조각

3  뛰어나다, 탁월하다 28  변하지 않는, 불변의

4  지적으로, 지성에 관하여 29  뛰어들다, 잠기다, 급경사지다

5 굉장한, 엄청난, 경탄할 만한 30  잘못 두다, 둔 곳을 잊다

6 고안하다, 창안하다, 계획하다 31  휴면 상태의, 활동을 중단한

7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32
 관료주의, 관료 제도, 관료 
정치

8  관점, 원근법   원근법의 33  장난, 해악, 피해

9  혁신, 쇄신 34  적응성, 순응성, 융통성

10
 긴급한, 재촉하는, 강요하
는

35
 (한가로이) 거닐다   거닐기, 
산책

11  고유의, 본래부터의, 타고난 36  깜짝 놀란

12  (가볍게) 던지다   던져 올림 37
 빛을 내다, (뺨 · 얼굴이) 붉
어지다

13  이중의, 두 부분으로 된 38  초과 근무   규정 시간 외에

14  알리다, 통보하다, 통지하다 39  생물권

15
  ~으로 생각하다, 간주하
다, 여기다

40  연주회, 발표회, 낭송, 낭독

16  주의 깊은, 신경 쓰는 41
 추진하다, 돌아가게 하다, 몰
아대다

17  애매모호함, 모호한 표현 42  되찾다, 개간하다

18
 명확하게 하다, 분명히 말하
다

43
 출시하다, 진수시키다   출
시, 진수

19  물리학자 44  미식가, 식도락가

20  할당하다, 배분하다 45
 인도적인, 인도주의의, 박애
의

21
 반사, 반영, 투영, 반성, 심
사숙고

46  배출, 배출물, 배기가스

22
 껴안다, 포옹하다   끼안기, 
포옹

47  불꽃, 불꽃놀이, 폭죽

23  혈족 관계, 연대감 48  조각, 파편   산산이 부수다

24  시, 운문 49
 기관, 단체, 협회, 관행, 제
도

25  배, 복부 50  수족관, (양어용) 유리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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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기하급수적인 76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요, 
초록

52 상당한(= considerable) 77  해충, 역병, 흑사병

53 적당한, 중간의 78  피해자, 사망자, 희생자

54 약간의, 별로 크지 않은 79  번갈아 생기는   교대시키다

55 점진적인, 완만한 80  사발, 그릇   공을 굴리다

56  의도하다, 작정하다 81  늘이다, 늘리다, 펴다, 뻗다

57
 다가가다, 접근하다   접근법, 
방법

82  일치하다, 편지를 주고받다

58  용량, 수용력, 능력 83  동료, 친구, 동업자

59  해, 피해   해를 끼치다 84
 제기하다, 자세를 취하다   
자세

60
 혼란스럽게 하다, 당황하게 하
다

85
 떨다, 떨리다, 흔들리다, 진
동하다

61  최근의, 요즘의 86
 겁나게 하는, 놀라게 하는, 
무서운

62
 안정된, 안정적인   마구간, 외
양간

87  무의미한 말   무의미한

63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절하다 88  위반, 위배, 침해

64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89  따분한, 흐릿한, 둔탁한

65  모양, 형태   형성하다 90  민주주의, 민주 국가

66  우울한, 의기소침한, 불경기의 91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67 <전>  ~ 대,  ~와 대조하여 92  수익, 수입, 세입

68  철학 93  버리다   폐기장, 하치장

69  하고 싶은, 기울어진 94  다루다, 맞붙다, 태클하다

70  공감적인, 감정 이입의 95  현미경

71  다친, 부상당한, 상처 입은 96  노예

72  이주하다, 이동하다, 옮기다 97  엄격한, 융통성 없는, 완고한

73  축하하다 98  끼워 넣다, 박다

74  공포, 소스라쳐 놀람, 경악 99  긁다, 할퀴다   긁힌 자국

75
 설득하다, 설득하여  ~ ~하게 
하다

100  시간을 끌다   가판대, 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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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억제하다   (차도 옆의) 연석 126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102  쾅 닫다, 세게 놓다   쾅 닫기 127  처벌하다, 벌주다

103  오래 계속되는, 장기적인 128  오해, 잘못된 생각

104  중세의, 고풍의, 구식의 129  경고(문), 주의

105  우주 비행사 130  필사적인, 절망적인

106
~보다 수가 더 많다[수적으로 
우세하다]

131  원시의, 미개한, 야만의

107
~을 앞지르다,  ~보다 한 수 
앞서다

132  중력, 심각성, 엄숙함

108 ~보다 오래 살다 133  마음을 빼앗긴, 매료된

109 ~을 능가하다 134  대리인, 중개상

110 ~보다 더 오래가다 135  정교한, 정성을 들인, 복잡한

111
 알리다, 통지하다, 정보를 제
공하다

136  가파른 비탈진, 급격한

112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
다

137  연결을 끊다   단절

113  도전, 난제, 이의 제기 138  군사의, 군대의

114  용어, 말, 학기, 기간 139  타법, 영법, 뇌졸중   쓰다듬다

115
 공격하다, 습격하다   공격, 습
격

140  유행성 감기, 독감

116  지방, 지역 141  의회, 국회

117  요인, 요소, (수학의) 인수 142  덜어 주다, 안도하게 하다

118  태도, 자세, 사고방식 143  의도   몰두한, 열중한

119  막다, 예방하다, 방지하다 144  서투른, 어설픈

120  다양성, 차이 145
 뛰어난, 우수한, 빛나는, 눈부
신

121  유기체, 생물, 인간 146  척추가 없는, 가시가 없는

122  조사하다, 수사하다, 연구하다 147  시행하다, 실행에 옮기다

123  포식자, 약탈자 148  기둥, 중심부

124  해안, 연안 149  새겨진 글, 적힌 글, 비문

125  쫓아다니다, 추적하다   추적 150  닮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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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합창단, 성가대 176

152  문지르다, 비비다 177

153
 이혼, 분리   이혼하다, 분
리하다

178

154  더미, 서가, 다량, 많음 179

155  이발사 180

156  다가오는, 곧 있을 181

157  하강, 하락 182

158  소스, 양념, 자극, 재미 183

159  적도 184

160  손톱, 못   못을 박다 185

161 ~은 말할 것도 없고 186

162
말할 필요도 없이, 두말하
면 잔소리지만

187

163
(you) the truth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면

188

164
말하자면, 달리 표현하자
면

189

165
~에 대해 좋게[나쁘게] 말
하다

190

166 191

167 192

168 193

169 194

170 195

171 196

172 197

173 198

174 199

175 200

8



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regret  후회하다   후회, 유감 26 posture  자세, 마음가짐, 태도

2 medium  매체, 매개물, 수단, 방편   중간의 27 debris  파편, 부스러기, 잔해 조각

3 excel  뛰어나다, 탁월하다 28 invariable  변하지 않는, 불변의

4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지성에 관하여 29 plunge  뛰어들다, 잠기다, 급경사지다

5 awesome 굉장한, 엄청난, 경탄할 만한 30 misplace  잘못 두다, 둔 곳을 잊다

6 devise 고안하다, 창안하다, 계획하다 31 dormant  휴면 상태의, 활동을 중단한

7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32 bureaucracy 
 관료주의, 관료 제도, 관료 
정치

8 perspective  관점, 원근법   원근법의 33 mischief  장난, 해악, 피해

9 innovation  혁신, 쇄신 34 adaptability  적응성, 순응성, 융통성

10 urgent 
 긴급한, 재촉하는, 강요하
는

35 stroll 
 (한가로이) 거닐다   거닐기, 
산책

11 inherent  고유의, 본래부터의, 타고난 36 startled  깜짝 놀란

12 toss  (가볍게) 던지다   던져 올림 37 glow 
 빛을 내다, (뺨 · 얼굴이) 붉
어지다

13 dual  이중의, 두 부분으로 된 38 overtime  초과 근무   규정 시간 외에

14 notify  알리다, 통보하다, 통지하다 39 biosphere  생물권

15 deem 
  ~으로 생각하다, 간주하
다, 여기다

40 recital  연주회, 발표회, 낭송, 낭독

16 attentive  주의 깊은, 신경 쓰는 41 propel 
 추진하다, 돌아가게 하다, 몰
아대다

17 ambiguity  애매모호함, 모호한 표현 42 reclaim  되찾다, 개간하다

18 clarify 
 명확하게 하다, 분명히 말하
다

43 launch 
 출시하다, 진수시키다   출
시, 진수

19 physicist  물리학자 44 gourmet  미식가, 식도락가

20 allocate  할당하다, 배분하다 45 humanitarian 
 인도적인, 인도주의의, 박애
의

21 reflection 
 반사, 반영, 투영, 반성, 심
사숙고

46 emission  배출, 배출물, 배기가스

22 hug 
 껴안다, 포옹하다   끼안기, 
포옹

47 firework  불꽃, 불꽃놀이, 폭죽

23 kinship  혈족 관계, 연대감 48 fragment  조각, 파편   산산이 부수다

24 poem  시, 운문 49 institution 
 기관, 단체, 협회, 관행, 제
도

25 belly  배, 복부 50 aquarium  수족관, (양어용) 유리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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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인 76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요, 
초록

52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77 pest  해충, 역병, 흑사병

53 moderate 적당한, 중간의 78 victim  피해자, 사망자, 희생자

54 modest 약간의, 별로 크지 않은 79 alternate  번갈아 생기는   교대시키다

55 gradual 점진적인, 완만한 80 bowl  사발, 그릇   공을 굴리다

56 intend  의도하다, 작정하다 81 stretch  늘이다, 늘리다, 펴다, 뻗다

57 approach 
 다가가다, 접근하다   접근법, 
방법

82 correspond  일치하다, 편지를 주고받다

58 capacity  용량, 수용력, 능력 83 fellow  동료, 친구, 동업자

59 harm  해, 피해   해를 끼치다 84 pose 
 제기하다, 자세를 취하다   
자세

60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당황하게 하
다

85 tremble 
 떨다, 떨리다, 흔들리다, 진
동하다

61 recent  최근의, 요즘의 86 terrifying 
 겁나게 하는, 놀라게 하는, 
무서운

62 stable 
 안정된, 안정적인   마구간, 외
양간

87 nonsense  무의미한 말   무의미한

63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절하다 88 violation  위반, 위배, 침해

64 identify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89 dull  따분한, 흐릿한, 둔탁한

65 shape  모양, 형태   형성하다 90 democracy  민주주의, 민주 국가

66 depressed  우울한, 의기소침한, 불경기의 91 fatal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67 versus <전>  ~ 대,  ~와 대조하여 92 revenue  수익, 수입, 세입

68 philosophy  철학 93 dump  버리다   폐기장, 하치장

69 inclined  하고 싶은, 기울어진 94 tackle  다루다, 맞붙다, 태클하다

70 empathetic  공감적인, 감정 이입의 95 microscope  현미경

71 injured  다친, 부상당한, 상처 입은 96 slave  노예

72 migrate  이주하다, 이동하다, 옮기다 97 rigid  엄격한, 융통성 없는, 완고한

73 congratulate  축하하다 98 embed  끼워 넣다, 박다

74 fright  공포, 소스라쳐 놀람, 경악 99 scratch  긁다, 할퀴다   긁힌 자국

75 persuade 
 설득하다, 설득하여  ~ ~하게 
하다

100 stall  시간을 끌다   가판대, 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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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34-36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curb  억제하다   (차도 옆의) 연석 126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102 slam  쾅 닫다, 세게 놓다   쾅 닫기 127 punish  처벌하다, 벌주다

103 prolonged  오래 계속되는, 장기적인 128 misconception  오해, 잘못된 생각

104 medieval  중세의, 고풍의, 구식의 129 warning  경고(문), 주의

105 astronaut  우주 비행사 130 desperate  필사적인, 절망적인

106 outnumber 
~보다 수가 더 많다[수적으로 
우세하다]

131 primitive  원시의, 미개한, 야만의

107 outwit 
~을 앞지르다,  ~보다 한 수 
앞서다

132 gravity  중력, 심각성, 엄숙함

108 outlive ~보다 오래 살다 133 fascinated  마음을 빼앗긴, 매료된

109 outperform ~을 능가하다 134 agent  대리인, 중개상

110 outlast ~보다 더 오래가다 135 elaborate  정교한, 정성을 들인, 복잡한

111 inform 
 알리다, 통지하다, 정보를 제
공하다

136 steep  가파른 비탈진, 급격한

112 enable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
다

137 disconnect  연결을 끊다   단절

113 challenge  도전, 난제, 이의 제기 138 military  군사의, 군대의

114 term  용어, 말, 학기, 기간 139 stroke  타법, 영법, 뇌졸중   쓰다듬다

115 attack 
 공격하다, 습격하다   공격, 습
격

140 flu  유행성 감기, 독감

116 region  지방, 지역 141 parliament  의회, 국회

117 factor  요인, 요소, (수학의) 인수 142 relieve  덜어 주다, 안도하게 하다

118 attitude  태도, 자세, 사고방식 143 intent  의도   몰두한, 열중한

119 prevent  막다, 예방하다, 방지하다 144 clumsy  서투른, 어설픈

120 diversity  다양성, 차이 145 brilliant 
 뛰어난, 우수한, 빛나는, 눈부
신

121 organism  유기체, 생물, 인간 146 spineless  척추가 없는, 가시가 없는

122 investigate  조사하다, 수사하다, 연구하다 147 implement  시행하다, 실행에 옮기다

123 predator  포식자, 약탈자 148 pillar  기둥, 중심부

124 coast  해안, 연안 149 inscription  새겨진 글, 적힌 글, 비문

125 chase  쫓아다니다, 추적하다   추적 150 resemble  닮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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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choir 합창단, 성가대 176

152 rub  문지르다, 비비다 177

153 divorce 
 이혼, 분리   이혼하다, 분
리하다

178

154 stack  더미, 서가, 다량, 많음 179

155 barber  이발사 180

156 upcoming  다가오는, 곧 있을 181

157 descent  하강, 하락 182

158 sauce  소스, 양념, 자극, 재미 183

159 equator  적도 184

160 nail  손톱, 못   못을 박다 185

161 needless to say ~은 말할 것도 없고 186

162 to say nothing of
말할 필요도 없이, 두말하
면 잔소리지만

187

163 to tell
(you) the truth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면

188

164 so to speak
말하자면, 달리 표현하자
면

189

165 speak well[ill] of  
~에 대해 좋게[나쁘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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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