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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학생� 단원평가(기본)

초등학교� 1학년� 3단원� 국어� 정답� 및� 해설

※� 국어영역� ※

정답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③ 14 ③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⑤ 20 ⑤

21 ⑤ 22 ① 23 ① 24 ① 25 ②

해설

1.

⑤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2. 

⑤ 모음자 ‘ㅛ’가 들어 있는 낱말은 ‘요리’이다. 낱말 

‘요리’에는 모음자 ‘ㅛ, ㅣ’가 들어 있다.

[오답풀이]

① 낱말 ‘고리’에는 모음자 ‘ㅗ, ㅣ’가 들어 있다.

② 낱말 ‘유리’에는 모음자 ‘ㅛ, ㅣ’가 들어 있다.

③ 낱말 ‘연탄’에는 모음자 ‘ㅕ, ㅏ’가 들어 있다.

④ 낱말 ‘소리’에는 모음자 ‘ㅗ, ㅣ’가 들어 있다.  

3.

④ 모음자의 이름을 묻는 문제이다. 소리 내어 읽을 때 

‘으’라고 소리나는 모음자는 ‘ㅡ’이다. 

[오답풀이]

① 모음자 ‘ㅏ’의 이름은 ‘아’이다. 

② 모음자 ‘ㅑ’의 이름은 ‘야’이다. 

③ 모음자 ‘ㅜ’의 이름은 ‘우’이다. 

⑤ 모음자 ‘ㅣ’의 이름은 ‘이’이다.

4.

③ 낱말 ‘모자’와 ‘우유’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ㅏ, ㅗ, 

ㅜ ㅠ’이다. 모음자 ‘ㅓ’는 찾을 수 없다. 

5. 

⑤ 모음자 ‘ㅡ’의 이름은 ‘으’이다. 이름이 ‘이’인 모음자

는 ‘ㅣ’이다.  

6.

② 모음자 ‘ㅡ’는 옆으로 선을 하나 그으면 된다. 

[오답풀이]

① 모음자 ‘ㅡ’는 ‘으’라고 소리 난다.

③ ‘거울’에는 모음자 ‘ㅓ, ㅜ’가 들어 있다. 

④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으면 되는 모음자는 ‘ㅣ’이다. 

⑤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다. 

7.

④ 입이 둥글게 되는 모음자는 ‘ㅗ, ㅠ’이다. 

8.

③ 몸으로 모음자 ‘ㅛ’를 만드는 방법은 바닥에 누워서 

두 팔을 양쪽으로 펼치고 두 발을 위로 드는 것이다. 

9. 

⑤ 모음자가 자음자의 오른쪽에 있는 낱말은 ‘아버지’

이다. 글자 ‘아’, ‘버’, ‘지’ 모두 모음자가 자음자의 오

른쪽에 있다. 

[오답풀이]

나머지 낱말은 모두 모음자가 자음자 아래에 있다. 

10. 

③ 글자 ‘구’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ㅜ’로, 모음자 ‘ㅜ’

의 이름은 ‘우’이다. 이름이 ‘오’인 모음자는 ‘ㅗ’이다. 

11. 

② 모음자 ‘ㅡ’의 이름은 ‘으’, 모음자 ‘ㅠ’의 이름은 ‘유’

로, 모음자의 이름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보영이와 미

영이이다. 

[오답풀이]

정수 : 모음자 ‘ㅏ’의 이름은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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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 모음자 ‘ㅛ’의 이름은 ‘요’이다. 

민지 : 모음자 ‘ㅜ’의 이름은 ‘우’이다. 

12.

② 모음자 ‘ㅏ, ㅑ, ㅗ, ㅜ’에 한 번씩 손뼉을 쳐야 한

다. 손뼉을 두 번 치는 낱말은 모음자 ‘ㅑ, ㅜ’가 들어 

있는 낱말 ‘야구’이다.  

[오답풀이]

① 낱말 ‘먼지’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ㅓ, ㅣ’로, 손뻑

을 치지 않는다. 

③ 낱말 ‘여우’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ㅕ, ㅜ’로, 손뼉

을 한 번 쳐야 한다. 

④ 낱말 ‘나비’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ㅏ, ㅣ’로 손뼉을 

한 번 쳐야 한다. 

⑤ 낱말 ‘코끼리’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ㅗ, ㅣ, ㅣ’로 

손뼉을 한 번 쳐야 한다. 

13.

③ 모음자 ‘ㅏ, ㅑ, ㅗ, ㅜ’에 한 번씩 손뼉을 쳐야 한

다. 손뼉을 세 번 치는 낱말은 모음자 ‘ㅗ, ㅜ, ㅏ’가 들

어 있는 낱말 ‘고구마’이다.  

[오답풀이]

① 낱말 ‘축구’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ㅜ, ㅜ’로, 손뻑

을 두 번 쳐야 한다. 

② 낱말 ‘농구’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ㅗ, ㅜ’로, 손뼉

을 두 번 쳐야 한다. 

④ 낱말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ㅓ, ㅠ, ㅓ’로 

손뼉을 치지 않는다. 

⑤ 낱말 ‘오랑우탄’에 들어 있는 자음자는 ‘ㅗ, ㅏ, ㅜ, 

ㅏ’로 손뼉을 네 번 쳐야 한다. 

14. 

③ 엄마의 웃음소리는 ‘호호호’이다. 엄마의 웃음소리에 

들어있는 모음자는 ‘ㅗ’이다. 

15. 

① 아빠의 웃음소리는 ‘하하하’이다. 아빠의 웃음소리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ㅏ’이다. 모음자 ‘ㅏ’로 만들 수 있

는 낱말은 ‘아빠’이다. 

16.

④ 낱말 ‘사자’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ㅏ’이다. 모음자 

‘ㅓ’는 들어 있지 않다. 

17.

② 그림 의 이름은 ‘수박’이다. ‘스박’은 모음자 

‘ㅜ’를 ‘ㅡ’로 잘못 쓴 것이다. 

18.

⑤ 모음자 ‘ㅜ’를 쓰는 순서는 

   이다. 

19.

⑤ 모음자의 이름을 묻는 문제이다. 낱말 ‘이빨’의 ‘ㅣ’

의 이름은 ‘이’이다. 

20.

⑤ 길이가 긴 자 1개와 길이가 짧은 연필 1개로 만들 

수 있는 모음자는 ‘ㅏ, ㅓ, ㅗ, ㅜ’이다. 모음자 ‘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자 1개와 길이가 짧은 연

필 2개가 필요하다. 

21.

⑤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모음자는 

‘ㅣ, ㅡ’이다.

22.

① 모음자 ‘ㅗ’와 모음자 ‘ㅣ’가 들어 있는 낱말을 찾는 

놀이이다. 모음자 ‘ㅗ, ㅣ’가 들어 있는 낱말은 ‘토끼’이

다. 

[오답풀이]

② 낱말 ‘가수’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ㅏ, ㅜ’이다.

③ 낱말 ‘개미’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ㅐ, ㅣ’이다. 

④ 낱말 ‘거미’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ㅓ, ㅣ’이다. 

⑤ 낱말 ‘농구’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ㅗ, ㅜ’이다. 

23.

① ‘우’로 소리나는 모음자는 ‘ㅜ’이다. 낱말 ‘귤’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ㅠ’이다. 모음자 ‘ㅠ’의 이름은 ‘유’이다.

[오답풀이]

② 낱말 ‘굴비’의 첫 번째 글자 ‘굴’에 모음자 ‘ㅜ’가 

들어 있다.

③ 낱말 ‘구슬’의 첫 번째 글자 ‘구’에 모음자 ‘ㅜ’가 

들어 있다. 

④ 낱말 ‘우리’의 첫 번째 글자 ‘우’에 모음자 ‘ㅜ’가 

들어 있다.

⑤ 낱말 ‘축구’의 첫 번째 글자 ‘축’과 두 번째 글자 

‘구’에 모음자 ‘ㅜ’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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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① 모음자의 순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개미의 길에 빠져 있는 ㉠과 ㉡에 들어 갈 모

음자는 각각 ‘ㅕ, ㅡ’이다. 

25.

② 낱말 ‘우유, 새우, 무’에 모두 들어 있는 모음자는 

‘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