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perception 26 grief 

2 crop 27 crash 

3 perform 28 hostility 

4 feedback 29 stereotype 

5 subjective 30 fantasy 

6 planet 31 obscure 

7 contrary 32 snap 

8 modify 33 breakthrough 

9 realize 34 passenger 

10 desire 35 displace 

11 attain 36 suspicious 

12 instrument 37 delete 

13 explicit 38 gut 

14 absorb 39 install 

15 ingredient 40 benevolent 

16 tuition 41 deficit 

17 cheer 42 outspoken 

18 forbid 43 drag 

19 terrific 44 invasion 

20 seize 45 grateful 

21 mutual 46 inscribe 

22 import 47 trace 

23 flush 48 deserve 

24 distrust 49 circulation 

25 navigate 50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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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51 take into account 76 famine 

52 take a measure[step] 77 symbol 

53 take responsibility for 78 outdated 

54 take advantage of 79 feast 

55 take the initiative 80 eternally 

56 volunteer 81 precede 

57 colony 82 superficial 

58 negative 83 appetite 

59 decrease 84 density 

60 aisle 85 administer 

61 flow 86 frank 

62 positive 87 royal 

63 personality 88 instantly 

64 wildlife 89 enclose 

65 population 90 spirit 

66 tiny 91 blurred 

67 strip 92 confine 

68 hierarchical 93 barren 

69 fabulous 94 minimize 

70 disorder 95 discouraged 

71 liberate 96 infectious 

72 cruel 97 drought 

73 companion 98 arrogant 

74 gracious 99 inhabit 

75 differentiate 100 i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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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한글쓰기

101 sensational 126 shock 

102 flavor 127 fade 

103 burst 128 tragic 

104 outbreak 129 genuine 

105 pilot 130 laughter 

106 ethical justification 131 circuit 

107 legal justification 132 slide 

108 procedural 
justification

133 evoke 

109 ample justification 134 incorporate 

110 theoretical justification 135 swiftly 

111 organic 136 appoint 

112 function 137 advent 

113 distance 138 cherished 

114 acquire 139 destroy 

115 intake 140 grab 

116 behave 141 suck 

117 adopt 142 tune 

118 original 143 detect 

119 destination 144 insert 

120 sentence 145 erupt 

121 irony 146 elegance 

122 obstacle 147 seemingly 

123 grave 148 row 

124 precious 149 domestication 

125 rescue 150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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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한글쓰기

151 disclose 176

152 propose 177

153 hide 178

154 imply 179

155 prime 180

156 doom 181

157 trial 182

158 literary 183

159 defeat 184

160 narrow 185

161 file a suit 186

162 enter into evidence 187

163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188

164 under oath 189

165 rest on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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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인식, 지각(력), 이해 26 (큰)슬픔, 비탄, 고뇌

2 (농)작물, 수확물 27
추락 사고, 충돌  추락[충돌]
하다

3 (수)행하다, 공연하다 28 적개심, 적의, 반대

4 반응, 피드백, 의견 29 고정관념, 판에 박힌 문구

5 주관적인, 개인적인 30 공상, 상상, 환상

6 행성, 유성, 지구(the  ~) 31 가리다  분명치 않은, 애매한

7 (정)반대의, 정반대 32 달려들다, 잡아채다

8 수정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33 획기적인 발전, 돌파(구)

9 깨닫다, 자각하다, 실현하다 34 승객, 탑승객

10 욕구, 바람  바라다 35 대체하다, 대신하다, 옮기다

11
얻다, 획득하다, 이루다, 도
달하다

36
의심이 많은, 의심스러운, 수
상쩍은

12 도구, 기구, 악기 37 삭제하다, 지우다

13 명시적인, 명백한, 솔직한 38 소화 기관, 장, 창자, (pl.)

14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열
중시키다

39 설치하다, 장치하다

15 재료, 성분, 구성 요소 40 자비로운, 자선을 위한

16 수업, 교습, 수업료 41 부족(액), 결손, 적자

17 응원하다, 환호성을 지르다 42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18
금하다, 금지하다,  ~을 못
하게 하다

43 끌다, 끌고 가다

19 멋진, 훌륭한, 무서운 44 침입, 침략, 몰려듦

20
(붙)잡다, 사로잡다, 파악
하다

45 감사하는, 고맙게 여기는

21 서로의, 상호 간의, 공동의 46 새기다, 파다, 기입하다

22
수입하다, 들여오다  수입
(품)

47 자취, (극)소량  추적하다

23
쏟아져 흐르다, 쫙 퍼지다, 
붉히다

48  ~을 받을 자격이 있다

24
불신, 의심  불신하다, 의
심하다

49 순환, 유통, 판매[발행] 부수

25 길을 찾다, 항해하다 50 경사(도), 경사지,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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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51 ~을 고려하다 76 기근, 기아, 굶주림

52 수단[조치]을 취하다 77 상징, 부호, 기호

53 ~에 대해 책임지다 78 시대에 뒤진, 구식인

54 ~을 이용[활용]하다 79
연회, (종교적) 축제, 진수성
찬

55 솔선수범하다, 선수 치다 80 영원히, 영구히, 끊임없이

56 자원하다  자원봉사(자) 81 앞서다, 선행하다, 우선하다

57 식민지, 집단, 군체 82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피
상적인

58 부정적인, 반대의, 거부의 83 식욕, 욕구

59 줄이다, 감소시키다  감소 84 밀도, 농도, 밀집

60 복도, 통로 85 관리하다, 시행하다

61 흐르다, 흘러나오다  흐름, 유동 86 솔직한, 숨김없는

62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신하는 87 (여)왕의, 왕실[왕립]의  왕족

63 성격, 개성, 인격 88 즉시, 곧장, 즉각

64 야생 동물[생물]  야생 동물의 89
둘러싸다, 에워싸다, 동봉하
다

65 인구, 주민, 개체군, 집단 90 정신, 영혼, 기분, 마음

66 아주 작은 적은, 조그마한 91
흐릿한, 구별이 잘 안 되는, 
모호한

67 벗기다, 제거하다  조각 92
한정[제한]하다, 가두다, 감금
하다

68 계층적인, 계급 조직의 93
불모의, 메마른, 황량한, 불임
인

69 멋진, 굉장한 94
최소화하다, 축소하다, 깔보
다

70
무질서, 혼란, 장애, (가벼운) 질
환

95 낙심한, 낙담한

71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만들다 96
전염성의, 전염되는, 전염병
의

72 (형) 잔인한, 잔혹한 97 가뭄, 부족

73 동료, 동반자, 반려자 98 거만한, 오만한

74 상냥한, 정중한, 우아한 99
거주하다, 서식하다,  ~에 살
다

75 구별하다, 구분 짓다, 식별하다 100 모욕하다  모욕,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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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영어쓰기

101 선풍적인, 세상을 놀라게 하는 126 충격  충격을 주다

102 맛, 풍미, 조미료 127 (점차) 희미해지다, 사라지다

103 터지다, 터질 듯하다  폭발 128 비극적인, 비극의

104 (전쟁, 사고, 질병 등의) 발발 129 진짜의, 진실된, 진정한

105 조종사  조종하다, 안내하다 130 웃음, 웃음소리

106 윤리적 정당화 131 순환(로), 순회, 회로

107 법적 타당성 132 미끄러지다, 되어가다

108 절차적 정당성 133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109 충분히 타당한 사유 134 통합하다, 포함하다

110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유 135 재빨리, 신속하게

111 유기체의, 장기의, 유기동의 136
임명[지명]하다, 정하다, 약속
하다

112 가능하다, 작동하다  기능, 작용 137 출현, 도래

113
거리, 먼 곳  멀리 떨어지게 하
다

138 소중한, 중요하게 지켜 온

114 얻다, 획득하다, 습득하다 139 파괴하다, 죽이다, 손상시키다

115 섭취(량), 빨아들임 140
움켜쥐다, 붙잡다, 마음을 사
로잡다

116
행동[처신]하다, 작용[작동]하
다

141
빨아들이다, 빨아 먹다, 형편
없다

117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입양하
다

142 조율[조정]하다  곡, 곡조, 음색

118
원래의, 원본의, 독창적인  원
본

143
탐지[발견]하다, 알아내다, 인
지하다

119 목적지, 행선지, 도착지 144 넣다, 삽입하다, 끼워 넣다

120 문장, (형의) 선고  선고하다 145 분출하다, 폭발하다, 터뜨리다

121
아이러니, 역설적인 것, 반어
(법)

146 우아함, 고상함

122 장애(물), 방해(물) 147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으로
는

123 무덤, 묘  심각한, 중대한 148 줄, 열, 노 젓기  노를 젓다

124 귀중(소중)한  소중한 것(사람) 149 길들이기, 사육, 재배

125 구조[구출]하다  구조, 구출 150 총계의, 총체의, 엄청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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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영어쓰기

151 밝히다, 폭로하다, 털어놓다 176

152
제안[제의]하다, 계획하다, 
청혼하다

177

153 숨기다, 감추다, 은닉하다 178

154
암시[시사]하다, 내포하다, 의
미하다

179

155 주된, 주요한, 최고의 180

156
운명, 죽음   ~할 운명이
다

181

157 시도, 시험, 실험, 재판 182

158 문학의, 문학적인 183

159
패배[좌절]시키다  패배, 좌
절

184

160
좁은, 한정된, 편협한  좁
히다

185

161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하다 186

162 ~을 증거로 제출하다 187

163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
죄인

188

164 (법정에서) 선서를 한 상태인 189

165 ~의 진술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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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perception 인식, 지각(력), 이해 26 grief (큰)슬픔, 비탄, 고뇌

2 crop (농)작물, 수확물 27 crash 
추락 사고, 충돌  추락[충돌]
하다

3 perform (수)행하다, 공연하다 28 hostility 적개심, 적의, 반대

4 feedback 반응, 피드백, 의견 29 stereotype 고정관념, 판에 박힌 문구

5 subjective 주관적인, 개인적인 30 fantasy 공상, 상상, 환상

6 planet 행성, 유성, 지구(the  ~) 31 obscure 가리다  분명치 않은, 애매한

7 contrary (정)반대의, 정반대 32 snap 달려들다, 잡아채다

8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바꾸다 33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돌파(구)

9 realize 깨닫다, 자각하다, 실현하다 34 passenger 승객, 탑승객

10 desire 욕구, 바람  바라다 35 dis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옮기다

11 attain 
얻다, 획득하다, 이루다, 도
달하다

36 suspicious 
의심이 많은, 의심스러운, 수
상쩍은

12 instrument 도구, 기구, 악기 37 delete 삭제하다, 지우다

13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솔직한 38 gut 소화 기관, 장, 창자, (pl.)

14 absorb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열
중시키다

39 install 설치하다, 장치하다

15 ingredient 재료, 성분, 구성 요소 40 benevolent 자비로운, 자선을 위한

16 tuition 수업, 교습, 수업료 41 deficit 부족(액), 결손, 적자

17 cheer 응원하다, 환호성을 지르다 42 outspoken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18 forbid 
금하다, 금지하다,  ~을 못
하게 하다

43 drag 끌다, 끌고 가다

19 terrific 멋진, 훌륭한, 무서운 44 invasion 침입, 침략, 몰려듦

20 seize 
(붙)잡다, 사로잡다, 파악
하다

45 grateful 감사하는, 고맙게 여기는

21 mutual 서로의, 상호 간의, 공동의 46 inscribe 새기다, 파다, 기입하다

22 import 
수입하다, 들여오다  수입
(품)

47 trace 자취, (극)소량  추적하다

23 flush 
쏟아져 흐르다, 쫙 퍼지다, 
붉히다

48 deserve  ~을 받을 자격이 있다

24 distrust 
불신, 의심  불신하다, 의
심하다

49 circulation 순환, 유통, 판매[발행] 부수

25 navigate 길을 찾다, 항해하다 50 slope 경사(도), 경사지, 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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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51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76 famine 기근, 기아, 굶주림

52 take a measure[step] 수단[조치]을 취하다 77 symbol 상징, 부호, 기호

53 take responsibility for ~에 대해 책임지다 78 outdated 시대에 뒤진, 구식인

54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활용]하다 79 feast 
연회, (종교적) 축제, 진수성
찬

55 take the initiative 솔선수범하다, 선수 치다 80 eternally 영원히, 영구히, 끊임없이

56 volunteer 자원하다  자원봉사(자) 81 precede 앞서다, 선행하다, 우선하다

57 colony 식민지, 집단, 군체 82 superficial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피
상적인

58 negative 부정적인, 반대의, 거부의 83 appetite 식욕, 욕구

59 decrease 줄이다, 감소시키다  감소 84 density 밀도, 농도, 밀집

60 aisle 복도, 통로 85 administer 관리하다, 시행하다

61 flow 흐르다, 흘러나오다  흐름, 유동 86 frank 솔직한, 숨김없는

62 positive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신하는 87 royal (여)왕의, 왕실[왕립]의  왕족

63 personality 성격, 개성, 인격 88 instantly 즉시, 곧장, 즉각

64 wildlife 야생 동물[생물]  야생 동물의 89 enclose 
둘러싸다, 에워싸다, 동봉하
다

65 population 인구, 주민, 개체군, 집단 90 spirit 정신, 영혼, 기분, 마음

66 tiny 아주 작은 적은, 조그마한 91 blurred 
흐릿한, 구별이 잘 안 되는, 
모호한

67 strip 벗기다, 제거하다  조각 92 confine 
한정[제한]하다, 가두다, 감금
하다

68 hierarchical 계층적인, 계급 조직의 93 barren 
불모의, 메마른, 황량한, 불임
인

69 fabulous 멋진, 굉장한 94 minimize 
최소화하다, 축소하다, 깔보
다

70 disorder 
무질서, 혼란, 장애, (가벼운) 질
환

95 discouraged 낙심한, 낙담한

71 liberate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만들다 96 infectious 
전염성의, 전염되는, 전염병
의

72 cruel (형) 잔인한, 잔혹한 97 drought 가뭄, 부족

73 companion 동료, 동반자, 반려자 98 arrogant 거만한, 오만한

74 gracious 상냥한, 정중한, 우아한 99 inhabit 
거주하다, 서식하다,  ~에 살
다

75 differentiate 구별하다, 구분 짓다, 식별하다 100 insult 모욕하다  모욕,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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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10-12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정답

101 sensational 선풍적인, 세상을 놀라게 하는 126 shock 충격  충격을 주다

102 flavor 맛, 풍미, 조미료 127 fade (점차) 희미해지다, 사라지다

103 burst 터지다, 터질 듯하다  폭발 128 tragic 비극적인, 비극의

104 outbreak (전쟁, 사고, 질병 등의) 발발 129 genuine 진짜의, 진실된, 진정한

105 pilot 조종사  조종하다, 안내하다 130 laughter 웃음, 웃음소리

106 ethical justification 윤리적 정당화 131 circuit 순환(로), 순회, 회로

107 legal justification 법적 타당성 132 slide 미끄러지다, 되어가다

108 procedural 
justification

절차적 정당성 133 evoke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109 ample justification 충분히 타당한 사유 134 incorporate 통합하다, 포함하다

110 theoretical justification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유 135 swiftly 재빨리, 신속하게

111 organic 유기체의, 장기의, 유기동의 136 appoint 
임명[지명]하다, 정하다, 약속
하다

112 function 가능하다, 작동하다  기능, 작용 137 advent 출현, 도래

113 distance 
거리, 먼 곳  멀리 떨어지게 하
다

138 cherished 소중한, 중요하게 지켜 온

114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습득하다 139 destroy 파괴하다, 죽이다, 손상시키다

115 intake 섭취(량), 빨아들임 140 grab 
움켜쥐다, 붙잡다, 마음을 사
로잡다

116 behave 
행동[처신]하다, 작용[작동]하
다

141 suck 
빨아들이다, 빨아 먹다, 형편
없다

117 adopt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입양하
다

142 tune 조율[조정]하다  곡, 곡조, 음색

118 original 
원래의, 원본의, 독창적인  원
본

143 detect 
탐지[발견]하다, 알아내다, 인
지하다

119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도착지 144 insert 넣다, 삽입하다, 끼워 넣다

120 sentence 문장, (형의) 선고  선고하다 145 erupt 분출하다, 폭발하다, 터뜨리다

121 irony 
아이러니, 역설적인 것, 반어
(법)

146 elegance 우아함, 고상함

122 obstacle 장애(물), 방해(물) 147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으로
는

123 grave 무덤, 묘  심각한, 중대한 148 row 줄, 열, 노 젓기  노를 젓다

124 precious 귀중(소중)한  소중한 것(사람) 149 domestication 길들이기, 사육, 재배

125 rescue 구조[구출]하다  구조, 구출 150 gross 총계의, 총체의, 엄청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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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정답

151 disclose 밝히다, 폭로하다, 털어놓다 176

152 propose 
제안[제의]하다, 계획하다, 
청혼하다

177

153 hide 숨기다, 감추다, 은닉하다 178

154 imply 
암시[시사]하다, 내포하다, 의
미하다

179

155 prime 주된, 주요한, 최고의 180

156 doom 
운명, 죽음   ~할 운명이
다

181

157 trial 시도, 시험, 실험, 재판 182

158 literary 문학의, 문학적인 183

159 defeat 
패배[좌절]시키다  패배, 좌
절

184

160 narrow 
좁은, 한정된, 편협한  좁
히다

185

161 file a suit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하다 186

162 enter into evidence ~을 증거로 제출하다 187

163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
죄인

188

164 under oath (법정에서) 선서를 한 상태인 189

165 rest one's case ~의 진술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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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