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사성어 1절 】

父子有親(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君臣有義(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夫婦有別(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朋友有信(붕우유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長幼有序(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同苦同樂(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함.

生死苦樂(생사고락)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

有備無患(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居安思危(거안사위) 평안할 때에도 위험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

비해야 함.

錦上添花(금상첨화)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하여 지는 것.

雪上加霜(설상가상)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남.

東問西答(동문서답)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딴판인 엉뚱한 대답.

虎死留皮(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김.

人死留名(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김.

立身揚名(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떨침.

流芳百世(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群鷄一鶴(군계일학) 평범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일컬음.

白眉 ( 백 미 )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藥房甘草(약방감초) 무슨 일이나 빠짐없이 끼임.

矛盾 ( 모 순 )“창과 방패”라는 뜻.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안 맞음.

自家撞着(자가당착)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음.

言行一致(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음.



                【고사성어 2절 】

事親以孝(사친이효) 세속 오계의 하나로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써 함.

事君以忠(사군이충) 세속 오계의 하나로 임금은 충성으로써 섬김.

交友以信(교우이신) 벗을 사귐에 믿음으로써 사귐.

臨戰無退(임전무퇴)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나지 아니함.

殺生有擇(살생유택) 살아 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世俗五戒(세속오계) 신라 때, 원광이 지은 화랑의 다섯 가지 계율.

衆寡不敵(중과부적) 적은 수효가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뜻

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함.

三十六計(삼십육계) 많은 꾀, 형편이 불리할 때 달아나는 일을 속되게 이

르는 말.

唯我獨尊(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말.

자기만 잘 났다고 독선적인 태도를 비유하는 말.

王兄佛兄(왕형불형) ‘왕의 형 부처의 형’이라는 뜻으로 부러운 것이 없음

一怒一老(일노일노) 한 번 화를 내면 그만 큼 늙음.

一笑一少(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그만 큼 젊어짐.

破顔大笑(파안대소)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크게 웃음을 이르는 말.

拍掌大笑(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結草報恩(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

刻骨難忘(각골난망) 고마운 마음이 뼈에 새겨지듯 잊히지 아니함.

一片丹心(일편단심) 한결같은 참된 정성으로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이

르는 말.

一口二言(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을 함. 이랬다 저랬다 함.

食言 (식 언 )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 하는 것

始終一貫(시종일관) 처음에서 끝까지 한 결같이 함.

蛇足 (사 족)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공연히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

畵蛇添足(화사첨족)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도리어 실패

함을 비유한 말.

識字憂患(식자우환)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



【 고사성어 3절 】

管鮑之交(관포지교) 매우 친밀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水魚之交(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이 매우 친근한 사이.

竹馬故友(죽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知己之友(지기지우)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벗.

螢雪之功(형설지공)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학문을 닦는 공.

晝耕夜讀(주경야독) 바쁜 틈을 타서 글을 읽어 어렵게 공부함.

塞翁之馬(새옹지마) 사람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을 이르는 말.

轉禍爲福(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 이 온다는 뜻.

고생한 끝에 즐거움이 온다.

興盡悲來(흥진비래)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

세상일이 순환됨을 가리키는 말.

自暴自棄(자포자기)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보

지 아니함.

去頭截尾(거두절미) 앞뒤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감

刻骨難忘(각골난망) 고마운 마음이 뼈에 새겨지듯 잊히지 아니함.

虛張聲勢(허장성세) 실속이 없으면서 헛소문과 허세로만 떠벌림.

伯牙絶絃(백아절현)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

知音 ( 지 음 ) 나를 알아주는 소리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움.

反哺之孝(반포지효) 자식이 커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가르

키는 말.

人之常情(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 고사성어 4절 】

甲男乙女(갑남을녀) 그저 평범한 사람들.

匹夫匹婦(필부필부) 평범한 남녀.

張三李四(장삼이사) 성명이나 신분을 똑똑히 알 수 없는 누구누구를 가

리키는 말.

善男善女(선남선녀) 착한 남자와 여자.

樵童汲婦(초동급부) 평범한 삶을 뜻하는 말.

安分知足(안분지족)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安貧樂道(안빈낙도) 가난한 처지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켜 즐김.

佳人薄命(가인박명) 아름다운 여자는 명이 짧음.

傾國之色(경국지색) 나라를 기울만한 여색을 가진 절세미인.

馬耳東風(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牛耳讀經(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精神一到 何事不成(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어떤 일도 성취

할 수 있다.

進退兩難(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

四面楚歌(사면초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매우 외롭고 곤란한 형편

戰戰兢兢(전전긍긍) 몹시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조심함.

目不識丁(목불식정)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甘言利說(감언이설) 남의 비위에 맞춰서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

세워 꾀는 말.

百聞不如一歌(백문불여일가) 한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좋다.

立身揚名(입신양명)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알림.

故事成語(고사성어) 옛날에 있었언 일에서 만들어진 어구.

千載一遇(천재일우) 좀처럼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

天佑神助(천우신조) 하늘의 도움과 신령의 도움.

日就月將(일취월장) 날로 달로 진보함.

刮目相對(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봄.

眼下無人(안하무인) 방자하고 교만하여 삶을 모두 얕잡아 보는 것.

傍若無人(방약무인) 곁에 사람이 없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함)

多多益善(다다익선) 많을수록 더욱 좋음.

改過遷善(개과천선)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

烏飛梨落(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

殺身成仁(살신성인)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함

讀書百篇意自通(독서백편의자통) 어려운 책도 백번 읽으면 뜻을 알게됨.

手不釋卷(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을 사이가 없이 쉬지 않고 글을 읽음.

靑出於藍(청출어람)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