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increase 26 contestant 

2 determine 27 confront 

3 enhance 28 bounce 

4 device 29 tax 

5 range 30 intrigue 

6 earn 31 permanent 

7 hesitate 32 conservative 

8 attract 33 blunt 

9 observe 34 voluntary 

10 qualify 35 volume 

11 figure 36 cohesive 

12 due 37 dash 

13 compress 38 gloomy 

14 illustrate 39 obsess 

15 basement 40 imprison 

16 sacred 41 invoke 

17 patent 42 chore 

18 brochure 43 artificial 

19 endow 44 deviation 

20 prioritize 45 tremendous 

21 incident 46 alien 

22 occur 47 candidate 

23 estate 48 discord 

24 harvest 49 meadow 

25 expel 50 vi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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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announcement 76 anonymous 

52 indication 77 righteous 

53 notification 78 scribbled 

54 declaration 79 pinpoint 

55 statement 80 predominate 

56 register 81 rehabilitate 

57 tolerant 82 resist 

58 momentarily 83 span 

59 resolution 84 rebellion 

60 duty 85 exotic 

61 commerce 86 slot 

62 empty 87 underlying 

63 appeal 88 integral 

64 variety 89 ally 

65 award 90 liberal 

66 author 91 astonishment 

67 corporation 92 plumber 

68 household 93 antibody 

69 achieve 94 pessimism 

70 intellect 95 candid 

71 stubbornness 96 patron 

72 distraction 97 reassure 

73 separate 98 devastate 

74 incentive 99 tissue 

75 canal 100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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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impair 126 nominate 

102 benefit 127 superstition 

103 peel 128 rural 

104 instinct 129 revitalization 

105 inject 130 exploit 

106 cut down on 131 symptom 

107 cut off 132 creep

108 cut in on 133 automatic 

109 cut across 134 manufacture 

110 cut out 135 orientation 

111 favor 136 charitable 

112 comprehend 137 descendant 

113 enthusiasm 138 scramble 

114 phenomenon 139 fertility 

115 review 140 junk 

116 announce 141 fest  

117 intensive 142 growl 

118 emphasis 143 preoccupation 

119 exhibit 144 verse

120 apply 145 principal  

121 solid 146 discrepancy  

122 secure 147 agriculture  

123 loss 148 aesthetic  

124 discriminate 149 interval 

125 deliberate 150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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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omit 176

152 patch 177

153 revise 178

154 radioactive 179

155 relative 180

156 diagnose 181

157 merit 182

158 leap 183

159 gather 184

160 chemistry 185

161 drive recklessly 186

162 shame publicly 187

163 whisper softly 188

164 wait patiently 189

165 abolish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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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증가 26 (대회 · 시합 등의) 참가자

2 결정하다, 결심하다 27 직면하다, 맞서다

3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28
반사되다, 뛰어오르다  뛰어 
오름

4 장비, 장치, 기구 29 세금  세금을 부과하다

5
범위  (범위가)  ~에 이르
다

30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6 얻다, (돈을) 벌다 31 영구적인

7 주저하다, 망설이다 32 보수적인  보수주의자

8
끌어당기다, 마음을 끌다, 
매혹하다

33 무딘, 뭉툭한  둔화시키다

9
관찰하다, 지켜보다, 준수
하다

34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하는

10 자격을 얻다, 자격을 주다 35 용량, 음량, 부피, 서적

11 수치, 형체, 인물 36
단결된, 결합력 있는, 응집력
의

12  ~ 때문인, 만기가 된 37 돌진, 질주  급히 뛰어가다

13 압축하다 38 우울한, 침울한

14
보여 주다, 예증하다, 삽화
를 넣다

39 집착하게 하다, 사로잡다

15 지하실, (건물의) 지하층 40 투옥하다, 가두다

16
신성한, 성스러운, 종교적
인

41 (영혼 따위를) 불러내다

17 특허(권)  특허의 42 허드렛일, 가사

18 (안내 · 광고용) 책자 43 인공의, 인위적인, 인조의

19 기부하다, 부여하다 44 일탈, 탈선, 벗어남

20 우선순위를 매기다 45 엄청난, 대단한

21 사건, (우연히 발생한) 일 46 외국인, 외계인  외국의

22 발생하다, 일어나다 47 후보자, 입후보자

23 소유지, 부동산권, 재산 48
불화, 불일치, 다툼, 불협화
음

24
수확(물)  수확하다, 거둬
들이다

49 목초지, 초원

25 축출하다, 퇴학시키다 50 진동하다, 떨다, 진동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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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발표, 소식 76 익명의, 작자 불명의

52 표시, 암시 77 옳은, 정당한

53 통보 통지 78 휘갈겨 쓴

54 (공식적인) 선언, 선포 79
정확히 지적하다, 정확히 나
타내다

55 성명, 진술 80
지배하다, 우위를 차지하다, 
우세하다

56 등록하다, 신고하다  등록부 81 재활 치료를 하다, 갱생하다

57 용인하는, 관대한, 잘 견디는 82
저항하다, 반대하다, 거부하
다

58 순간적으로, 잠깐, 곧 83 한 뼘, 짧은 거리

59 해결, 결의안, 해상도 84 반란, 반항

60 의무, 직무, 세금 85 외국의, 이국적인, 외래의

61 상업, 교역 86
(가늘고 긴) 구멍, 투입구  넣
다

62
비어 있는, 공허한  (속을) 비우
다

87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근원
적인

63
호소하다, 매력적이다,  호소, 매
력

88 필수적인, 완전한  적분

64 다양성, 품종 89 동맹국  동맹하다

65 수여하다  상, 상금 90
자유 민주적인, 진보적인, 개
방적인

66 작가, 저자  저술하다 91 깜짝 놀람

67 기업, 회사, 법인 92 배관공

68 가정, 가구, 세대 93 항체

69 성취하다, 이루다 94 비관주의, 비관론, 염세주의

70 지력, 지성 95 솔직한, 숨김없는

71 완고함, 고집스러움 96 후원자, 단골손님

72 주의 산만, 오락 (활동) 97 안심시키다

73 분리하다  분리된 98
황폐하게 하다, 완전히 파괴
하다

74 유인(책), 장려금 99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화
장지

75 운하, 수로 100 행동,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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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손상시키다 126 지명[추천]하다, 임명하다

102
이득, 혜택, 이로움  이익을 얻
다

127 미신

103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128 시골의, 지방의

104 본능, 타고난 소질 129 회복, 재생, 경기 부양

105 주입하다, 주사하다 130 이용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106 ~을 줄이다 131 증상, 징후

107 ~을 차단하다 132 기다, 살금살금 움직이다

108 (대화에) 끼어들다 133 자동의, 무의식적인, 기계적인

109 ~을 가로질러 가다 134
제조하다, 만들어 내다  제조, 
제작

110 (갑자기) 멈추다 135 지향, 방향, 성향, 예비 교육

111
선호하다, 호의를 보이다  호
의, 친절

136
자비로운, 자선, 자선을 베푸
는

112 이해하다, 포함하다 137 후손, 자손

113 열성, 열정 138
뒤섞다, (달걀) 스크램블을 만
들다

114 현상, 사건 139 비옥함, 생식력

115 검토, 논평  (재)검토하다 140
허접스러운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

116 발표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141 위업, 공적

117 집중적인, 집약적인, 격렬한 142 으르렁거리다,

118 강조, 중점, 역점 143 선점, 사로잡힘, 집착, 몰두

119 전시하다  전시품, 전시회 144 운문, 시구

120 신청하다, 지원하다, 적용하다 145 교장, 학장  주요한, 주된

121 고체의, 단단한, 확실한 146 차이, 불일치

122
안정감이 있는, 안전한  확보하
다

147 농업

123 상실, 손실, 분실 148 심미적인, 미학의

124 차별하다, 구별하다 149 (시간적) 간격, 기간

125 의도적인, 고의적인  숙고하다 150 결정적인, 중요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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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빠뜨리다, 누락시키다, 생략하
다

176

152
좁은 땅, 작은 밭, (헝겊) 
조각, 반창고

177

153 수정하다, 개정하다 178

154 방사성의, 방사능의 179

155 상대적인  친척 180

156 진단하다 181

157 가치, 장점 182

158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183

159 모으다, 모이다 184

160 화학, 화학적 성질 185

161 난폭하게 운전하다 186

162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 187

163 나직이 속삭이다 188

164 침착하게 기다리다 189

165 완전히 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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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increase 증가시키다, 증가하다  증가 26 contestant (대회 · 시합 등의) 참가자

2 determine 결정하다, 결심하다 27 confront 직면하다, 맞서다

3 enhance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28 bounce 
반사되다, 뛰어오르다  뛰어 
오름

4 device 장비, 장치, 기구 29 tax 세금  세금을 부과하다

5 range 
범위  (범위가)  ~에 이르
다

30 intrigue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6 earn 얻다, (돈을) 벌다 31 permanent 영구적인

7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32 conservative 보수적인  보수주의자

8 attract 
끌어당기다, 마음을 끌다, 
매혹하다

33 blunt 무딘, 뭉툭한  둔화시키다

9 observe 
관찰하다, 지켜보다, 준수
하다

34 voluntary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하는

10 qualify 자격을 얻다, 자격을 주다 35 volume 용량, 음량, 부피, 서적

11 figure 수치, 형체, 인물 36 cohesive 
단결된, 결합력 있는, 응집력
의

12 due  ~ 때문인, 만기가 된 37 dash 돌진, 질주  급히 뛰어가다

13 compress 압축하다 38 gloomy 우울한, 침울한

14 illustrate 
보여 주다, 예증하다, 삽화
를 넣다

39 obsess 집착하게 하다, 사로잡다

15 basement 지하실, (건물의) 지하층 40 imprison 투옥하다, 가두다

16 sacred 
신성한, 성스러운, 종교적
인

41 invoke (영혼 따위를) 불러내다

17 patent 특허(권)  특허의 42 chore 허드렛일, 가사

18 brochure (안내 · 광고용) 책자 43 artificial 인공의, 인위적인, 인조의

19 endow 기부하다, 부여하다 44 deviation 일탈, 탈선, 벗어남

20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기다 45 tremendous 엄청난, 대단한

21 incident 사건, (우연히 발생한) 일 46 alien 외국인, 외계인  외국의

22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47 candidate 후보자, 입후보자

23 estate 소유지, 부동산권, 재산 48 discord 
불화, 불일치, 다툼, 불협화
음

24 harvest 
수확(물)  수확하다, 거둬
들이다

49 meadow 목초지, 초원

25 expel 축출하다, 퇴학시키다 50 vibrate 진동하다, 떨다, 진동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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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announcement 발표, 소식 76 anonymous 익명의, 작자 불명의

52 indication 표시, 암시 77 righteous 옳은, 정당한

53 notification 통보 통지 78 scribbled 휘갈겨 쓴

54 declaration (공식적인) 선언, 선포 79 pinpoint 
정확히 지적하다, 정확히 나
타내다

55 statement 성명, 진술 80 predominate 
지배하다, 우위를 차지하다, 
우세하다

56 register 등록하다, 신고하다  등록부 81 rehabilitate 재활 치료를 하다, 갱생하다

57 tolerant 용인하는, 관대한, 잘 견디는 82 resist 
저항하다, 반대하다, 거부하
다

58 momentarily 순간적으로, 잠깐, 곧 83 span 한 뼘, 짧은 거리

59 resolution 해결, 결의안, 해상도 84 rebellion 반란, 반항

60 duty 의무, 직무, 세금 85 exotic 외국의, 이국적인, 외래의

61 commerce 상업, 교역 86 slot 
(가늘고 긴) 구멍, 투입구  넣
다

62 empty 
비어 있는, 공허한  (속을) 비우
다

87 underlying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근원
적인

63 appeal 
호소하다, 매력적이다,  호소, 매
력

88 integral 필수적인, 완전한  적분

64 variety 다양성, 품종 89 ally 동맹국  동맹하다

65 award 수여하다  상, 상금 90 liberal 
자유 민주적인, 진보적인, 개
방적인

66 author 작가, 저자  저술하다 91 astonishment 깜짝 놀람

67 corporation 기업, 회사, 법인 92 plumber 배관공

68 household 가정, 가구, 세대 93 antibody 항체

69 achieve 성취하다, 이루다 94 pessimism 비관주의, 비관론, 염세주의

70 intellect 지력, 지성 95 candid 솔직한, 숨김없는

71 stubbornness 완고함, 고집스러움 96 patron 후원자, 단골손님

72 distraction 주의 산만, 오락 (활동) 97 reassure 안심시키다

73 separate 분리하다  분리된 98 devastate 
황폐하게 하다, 완전히 파괴
하다

74 incentive 유인(책), 장려금 99 tissue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화
장지

75 canal 운하, 수로 100 behavior 행동,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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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impair 손상시키다 126 nominate 지명[추천]하다, 임명하다

102 benefit 
이득, 혜택, 이로움  이익을 얻
다

127 superstition 미신

103 peel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128 rural 시골의, 지방의

104 instinct 본능, 타고난 소질 129 revitalization 회복, 재생, 경기 부양

105 inject 주입하다, 주사하다 130 exploit 이용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106 cut down on ~을 줄이다 131 symptom 증상, 징후

107 cut off ~을 차단하다 132 creep 기다, 살금살금 움직이다

108 cut in on (대화에) 끼어들다 133 automatic 자동의, 무의식적인, 기계적인

109 cut across ~을 가로질러 가다 134 manufacture 
제조하다, 만들어 내다  제조, 
제작

110 cut out (갑자기) 멈추다 135 orientation 지향, 방향, 성향, 예비 교육

111 favor 
선호하다, 호의를 보이다  호
의, 친절

136 charitable 
자비로운, 자선, 자선을 베푸
는

112 comprehend 이해하다, 포함하다 137 descendant 후손, 자손

113 enthusiasm 열성, 열정 138 scramble 
뒤섞다, (달걀) 스크램블을 만
들다

114 phenomenon 현상, 사건 139 fertility 비옥함, 생식력

115 review 검토, 논평  (재)검토하다 140 junk 
허접스러운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

116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141 fest  위업, 공적

117 intensive 집중적인, 집약적인, 격렬한 142 growl 으르렁거리다,

118 emphasis 강조, 중점, 역점 143 preoccupation 선점, 사로잡힘, 집착, 몰두

119 exhibit 전시하다  전시품, 전시회 144 verse 운문, 시구

120 apply 신청하다, 지원하다, 적용하다 145 principal  교장, 학장  주요한, 주된

121 solid 고체의, 단단한, 확실한 146 discrepancy  차이, 불일치

122 secure 
안정감이 있는, 안전한  확보하
다

147 agriculture  농업

123 loss 상실, 손실, 분실 148 aesthetic  심미적인, 미학의

124 discriminate 차별하다, 구별하다 149 interval (시간적) 간격, 기간

125 deliberate 의도적인, 고의적인  숙고하다 150 crucial 결정적인, 중요한, 중대한

11



EBS 백신보카 2200  28-3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omit 
빠뜨리다, 누락시키다, 생략하
다

176

152 patch 
좁은 땅, 작은 밭, (헝겊) 
조각, 반창고

177

153 revise 수정하다, 개정하다 178

154 radioactive 방사성의, 방사능의 179

155 relative 상대적인  친척 180

156 diagnose 진단하다 181

157 merit 가치, 장점 182

158 leap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183

159 gather 모으다, 모이다 184

160 chemistry 화학, 화학적 성질 185

161 drive recklessly 난폭하게 운전하다 186

162 shame publicly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 187

163 whisper softly 나직이 속삭이다 188

164 wait patiently 침착하게 기다리다 189

165 abolish completely 완전히 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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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