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한글쓰기

1 plain 21 analogy 

2 rely 22 fragile 

3 ordinary 23 fabric 

4 spread 24 roast 

5 disease 25 compel 

6 graduate 26 gymnasium 

7 contest 27 prescribe 

8 exclude 28 border 

9 escape 29 disabled 

10 degree 30 subtle 

11 status 31 passage 

12 desert 32 exaggerate 

13 fulfill 33 witness 

14 mature 34 belongings 

15 split 35 retain 

16 carve 36 commission 

17 conflict 37 discipline 

18 scream 38 entitle 

19 dispose 39 outrage 

20 relevance 40 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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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한글쓰기

41 arbitrary 

42 rob 

43 intermediate 

44 oval 

45 shrug 

46 utterly 

47 spiral 

48 breakdown 

49 stripe 

50 torch 

51 antibiotic

52 embryo

53 heredity

54 hybrid

55 skeleton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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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영어쓰기

1 명백한, 평범한, 평평한, 평원 21 비유, 유추, 유사점

2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22 깨지기 쉬운, 연약한

3 보통의, 일상적인, 평범한 23 직물, 천, 구조, 체제

4 펼치다, 펴다, 퍼지다, 확산되
다

24 (고기를) 굽다, 익히다

5 질병, 질환 25 강요하다, 억지로 행동하게 하
다

6 졸업하다  졸업생  대학원의 26 체육관, 실내 경기장 (약어 
gym)

7 경쟁, 시합  다투다, 겨루다 27 처방하다, 규정하다, 지시하다

8 제외하다, 배제하다 28 국경, 경계  접경하다

9 탈출하다, 벗어나다  탈출, 도피 29 장애를 가진, 불구가 된

10 정도, 등급, 단계, 학위 30 미묘한, 민감한, 섬세한

11 신분, 지위 31 통로, 구절, 단락, 흐름, 경과, 
여행

12 사막, 황무지  버리다 32 과장하다

13 이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33 목격자, 증인  목격하다

14 성숙한, 발달한  익다, 성숙하다 34 재산, 소유물

15 쪼개다  분열  갈라진 35 유지하다, 보유하다, 함유하다

16 조각하다, 새기다, 파다 36 위임, 임무, 위원회, 수수료

17 갈등, 충돌  상충되다 37 규율, 과목  훈육하다

18 비명을 지르다  비명, 절규 38 권한을 주다, 자격을 주다, 칭하
다

19 배치하다, 배열하다, 처리하다 39 격분, 격노, 격분시키다

20 관련, 적절성 40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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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영어쓰기

41 임의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42 강탈하다, 약탈하다, 박탈하다

43 중간의, 중급의  중급자

44 계란형의, 타원형의

45 (어깨를 으쓱하다

46 완전히, 순전히, 전혀

47 나선  나선형을 그리다

48 고장, 파손, 붕괴, 실패

49 줄무늬  줄무늬를 넣다

50 횃불, 손전등, (올림픽) 성화

51 항생제

52 배아

53 유전

54 잡종

55 골격, 뼈대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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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 정답

1 plain 명백한, 평범한, 평평한, 평원 21 analogy 비유, 유추, 유사점

2 rely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22 fragile 깨지기 쉬운, 연약한

3 ordinary 보통의, 일상적인, 평범한 23 fabric 직물, 천, 구조, 체제

4 spread 펼치다, 펴다, 퍼지다, 확산되
다

24 roast (고기를) 굽다, 익히다

5 disease 질병, 질환 25 compel 강요하다, 억지로 행동하게 하
다

6 graduate 졸업하다  졸업생  대학원의 26 gymnasium 체육관, 실내 경기장 (약어 
gym)

7 contest 경쟁, 시합  다투다, 겨루다 27 prescribe 처방하다, 규정하다, 지시하다

8 exclude 제외하다, 배제하다 28 border 국경, 경계  접경하다

9 escape 탈출하다, 벗어나다  탈출, 도피 29 disabled 장애를 가진, 불구가 된

10 degree 정도, 등급, 단계, 학위 30 subtle 미묘한, 민감한, 섬세한

11 status 신분, 지위 31 passage 통로, 구절, 단락, 흐름, 경과, 
여행

12 desert 사막, 황무지  버리다 32 exaggerate 과장하다

13 fulfill 이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33 witness 목격자, 증인  목격하다

14 mature 성숙한, 발달한  익다, 성숙하다 34 belongings 재산, 소유물

15 split 쪼개다  분열  갈라진 35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함유하다

16 carve 조각하다, 새기다, 파다 36 commission 위임, 임무, 위원회, 수수료

17 conflict 갈등, 충돌  상충되다 37 discipline 규율, 과목  훈육하다

18 scream 비명을 지르다  비명, 절규 38 entitle 권한을 주다, 자격을 주다, 칭하
다

19 dispose 배치하다, 배열하다, 처리하다 39 outrage 격분, 격노, 격분시키다

20 relevance 관련, 적절성 40 stool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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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백신보카 2200  40강 
VOCA TEST 

Update 2021. 9. 3.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정답

41 arbitrary 임의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42 rob 강탈하다, 약탈하다, 박탈하다

43 intermediate 중간의, 중급의  중급자

44 oval 계란형의, 타원형의

45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46 utterly 완전히, 순전히, 전혀

47 spiral 나선  나선형을 그리다

48 breakdown 고장, 파손, 붕괴, 실패

49 stripe 줄무늬  줄무늬를 넣다

50 torch 횃불, 손전등, (올림픽) 성화

51 antibiotic 항생제

52 embryo 배아

53 heredity 유전

54 hybrid 잡종

55 skeleton 골격, 뼈대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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