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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At the Park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seesaw n. 시소 

slide n. 미끄럼틀 

swing n. 그네 

baseball field n. 야구 필드, 야구장 

basketball court n. 농구 코트, 농구장 

tennis court n.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 

bike path n. 자전거도로 

duck pond n. 오리 연못 

 
collect plastic bottles v. 플라스틱 병을 모으다 

 
clean the statue v. 동상을 닦다 

 
pick up litter v. 쓰레기를 줍다 

 
fill the sandbox v. 모래밭을 채우다 

 
plant trees v. 나무를 심다 

 
weed the garden v. 정원의 잡초를 뽑다 

 
paint the bench v. 벤치를 색칠하다 

 
clean up the trail v. 산책길을 청소하다 

 



Top Kids 6                                            Word List 

ⓒ2017 Seed Learning, Inc. All rights reserved. 

 

Unit 2 On the Street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vet n. 수의사 

dentist n. 치과의사 

pilot n. 파일럿 

mail carrier n. 집배원 

baker n. 제빵사 

gardener n. 정원사 

farmer n. 농부 

engineer n. 엔지니어 

 
fire engine n. 소방차 

 
ambulance n. 구급차 

 
pick-up truck n. 소형 트럭 

 
garbage truck n. 쓰레기 수거차 

 
school bus n. 학교 (통학) 버스 

 
camper n. 캠핑용 자동차 

 
police car n. 경찰차 

 
minivan n. 미니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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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Physical Activities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ski v. 스키를 타다 

ice-skate v.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다 

snowboard v. 스노보드를 타다 

sled v. 썰매를 타다 

snorkel v. 스노클을 하다 

sail v. 요트를 타다 

jog v. 조깅하다 

bike v. 자전거를 타다 

 
gymnastics n. 체조 

 
martial arts n. 무술 

 
exercises n. 운동 

 
yoga n. 요가 

 
soccer n. 축구 

 
volleyball n. 배구 

 
badminton n. 배드민턴 

 
Ping-Pong n.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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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Values and Habits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waste food v. 음식을 버리다 

get angry v. 화를 내다 

complain v. 불평하다 

pout v. 뿌루퉁하다 

try new things v. 새로운 것을 먹어보다 

say "please" and  
"thank you" 

v. "부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 

follow rules v. 규칙을 따르다 

share your things v. (당신의) 물건들을 나누다 

 
sleep late v. 늦잠을 자다 

 
watch too much TV v. TV를 너무 많이 보다 

 
argue with people v. 사람들과 다투다 

 
eat junk food v. 군것질을 하다 

 
use sunscreen v. 선크림을 바르다 

 
help your parents v. (당신의) 부모님을 도우다 

 
go to bed early v. 일찍 자러 가다 

 
study hard v. 열심히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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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At School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cafeteria n.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computer room n. 컴퓨터실 

auditorium n. 강당 

hall n. 홀, 넓은 방 

be quiet v. 조용히 하다 

shout out v. 소리치다 

get in line v. 줄을 서다 

cut in line v. 새치기하다 

 
difficult adj. 어려운 

 
easy adj. 쉬운 

 
useful adj. 유용한, 쓸모 있는 

 
fascinating adj. 놀라운, 멋진 

 
science n. 과학 

 
social studies n. 사회(학) 

 
gym n. 체육 

 
art n.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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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6 Getting Sick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an earache n. 귓병 

a stomachache n. 복통 

a sore throat n. 목 쓰림, 인후염 

a cold n. 감기 

a fever n. 고열 

a rash n. 발진 

the flu n. 독감 

a cough n. 기침 

 
stay in bed v. 침대에서 머무르다 

 
take medicine v. 약을 먹다 

 
call the doctor v. 의사를 부르다 

 
put on ointment v. 연고를 바르다 

 
put in drops v. 물약을 넣다 

 
eat hot soup v. 뜨거운 죽/수프를 먹다 

 
go to the clinic v. 병원에 가다 

 
take my temperature v. (나의) 체온을 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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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7 Travel Plans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January n. 1월 

February n. 2월 

March n. 3월 

April n. 4 월 

May n. 5월 

June n. 6월 

July n. 7월   

August n. 8월   

September n. 9월 

October n. 10월 

November n. 11월 

December n. 12 월 

 
South Korea n. 대한민국 

 
China n. 중국 

 
the United States n. 미국 

 
the United Kingdom n. 영국 

 
Australia n. 호주 

 
France n. 프랑스 

 
Canada n. 캐나다 

 
Mexico n.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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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8 At the Festival 
 

Word 
Part of 
Speech Meaning (Korean) 

taco n. 타코 

cheeseburger n. 치즈버거 

sausage n. 소세지 

kebab n. 케밥 

corn on the cob n. 막대 옥수수 

snow cone n. 스노콘, 셔벗 

cotton candy n. 솜사탕 

ice-cream sundae n. 아이스크림 썬데이 

 
watch a parade v. 행진을 보다 

 
go to a concert v. 콘서트에 가다 

 
drive bumper cars v. 범퍼카를 타다 

 
see a puppet show v. 인형극을 보다 

 
go on rides v. 놀이기구를 타다 

 
buy a balloon animals v. 동물풍선을 사다 

 
jump in a bounce house v. 바운시 캐슬에서 뛰놀다 

 
play a dart game v. 다트 게임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