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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국� 초·중� 단원평가(2단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기본� 정답� 및� 해설

※ 국어영역 ※

정답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① 17 ⑤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② 23 ① 24 ④ 25 ①

해설

1.

① 자음자 ‘ㄱ’의 이름은 ‘기역’이다.

2. 

④ ‘디귿’은 자음자 ‘ㄷ’의 이름, ‘시옷’은 자음자 ‘ㅅ’의 이름, 

‘지읒’은 자음자 ‘ㅈ’의 이름, ‘히읗’은 자음자 ‘ㅎ’의 이름이

다. 자음자 ㅌ의 이름은 ‘티읕’이 바른 표현이다.   

3.

③ 자음자의 순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이 알맞다. 따라서 ㅁ과 ㅅ 사이에 들어가야 할 

자음자는 ‘ㅂ(비읍)이다.

4.

② 은 ㄷ을 거꾸로 쓴 것이다.

5. 

④ 낱말 ‘머리’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ㅁ, ㄹ이다. 자음자 ㅁ, 

ㄹ의 이름은 미음, 리을이 적절하다. 

6.

② 자음자 ‘ㅈ’이 들어가지 않는 낱말은 ‘가사’이다. 낱말 ‘가

사’에 쓰인 자음자는 ㄱ, ㅅ이다. 

7.

④ 자음자 ‘ㅎ’이 들어 있는 낱말은 ‘호루라기’이다. 나머지 

낱말에는 자음자 ‘ㅎ’이 쓰이지 않았다. 

8.

④ 이름이 ‘치읓’인 자음자는 ‘ㅊ’이다. 

9. 

③ 이름이 ‘티읕’인 자음자는 ‘ㅌ’이다. 

10. 

① 자음자 ‘ㄱ’은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써야 한다. 

11. 

④ 그림에서 찾을 수 없는 자음자는 ‘ㅇ’이다. 

12.

② 그림에서 몸으로 만든 자음자는 ‘ㄹ’이다.  

13.

⑤ 동물의 이름에 들어 있는 자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코뿔소-ㅋ’이다. 

[오답풀이]

① 거북이 : ㄱ, ㅂ, ㅇ

② 악어 : ㅇ, ㄱ

③ 노루 : ㄴ, ㄹ

④ 사자 : ㅅ, ㅈ

14. 

⑤ 낱말 ‘하마, 호랑이, 호두, 하루, 허수아비’는 모두 자음자 

‘ㅎ’으로 시작하는 낱말이다. 

15. 

④ 친구들은 자음자 ‘미음(ㅁ)’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지민이는 자음자 ‘ㅂ’으로 시작하는 낱말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①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써야 하는 자음자는 ‘ㄴ’이다.

17.

⑤ 자음자와 자음자의 이름, 자음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바르

게 짝 지어진 것은 ㅊ, 치읓, 자동차이다.

[오답 풀이]

① 낱말 ‘문어’는 자음자 ‘ㄹ’이 쓰인 낱말이 아니다. 

② 자음자 ‘ㅂ’의 이름은 ‘비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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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음자 ‘ㅅ’의 이름은 ‘시옷’이다.   

④ 자음자 ‘ㅌ’의 이름은 ‘티읕’이며, 낱말 ‘다람쥐’는 자음자 

‘ㅌ’이 쓰인 낱말이 아니다. 

18.

④ 자음자 ‘ㅁ’을 쓰는 순서는 ㄴ-ㄱ-ㄷ가 적절하다. 

19.

② 자음자의 순서는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

ㅋ-ㅌ-ㅍ-ㅎ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각각 자음자 ㅇ, ㅌ, ㅍ

이 들어가야 한다. 

20.

③ 그림 (가)의 낱말은 ‘오리’이다. 따라서 낱말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음자는 ‘ㄹ’이다. 

21.

④ 그림에서 자음자 ㄱ, ㄷ, ㅂ, 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자음자가 아닌 것은 ‘ㄹ’이며, 자음자 

‘ㄹ’의 이름은 ‘리을’이다.

22.

② 그림 ㉠의 이름은 ‘토끼’이다. ‘토끼’와 같은 자음자로 시

작하는 낱말은 ‘토마토’이다.

23.

① 너구리, 다람쥐, 여우, 돼지, 코끼리 중 자음자 ‘ㄴ’으로 

시작하는 동물의 이름은 ‘너구리’이다. 

24.

④ 고래, 고양이, 강아지, 고슴도치는 모두 자음자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다. ‘다람쥐’는 자음자 ‘ㄷ’으로 시작하는 낱

말이므로 알맞지 않다.  

25.

① 자음자 ‘ㄷ, ㄹ, ㅂ, ㅍ, ㅌ’을 네모 칸에 칠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자음자의 모양은 ‘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