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더 

룻은 다윗왕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여인이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망한후에 태어났습니다. 룻은 이방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에 찾아 

들었던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최대 강국의 왕궁에서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언약을 꼭 지키심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위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사고 계실까요? 에스더는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 기적 

 

 

정의: 성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룻기와 동일하게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 12:1-3 

 

 



다윗 언약 

삼하 7:11-16 

 

 

 

새 언약 

렘 31:  31-34 

 

 

 

정의: 포로생활 

바벨론과의 전쟁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70년동안 포로생활을 함 

 

정의: 남은자 (remnant)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백성들 

노아의 방주 (창 6:17-18) 

엘리야와 7000명 (왕상 19:18) 

하나님이 구원하실 남은자들 (미가 4:6-7, 스바냐 3:12) 

 

Key Verse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에스더 9:1) 

 

javascript:openDict('807',%20'%EB%8B%AC')
javascript:openDict('617',%20'%EB%82%A0')
javascript:openDict('617',%20'%EB%82%A0')


역사적 배경

 

아하수에르 왕과 에스더 

BC 486년 아버지 "다리오 왕"이 죽고, 아하수에르가 왕이됨 

BC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전쟁을 나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을 

보냄) 

BC 465년 후궁들 사이에 음모로 암살 

[에스더-1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전 준비기간 

[에스더-2장]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 = 에스더의 왕후 등극 

 

 

 

 



Outline 

[1-2 장]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 

1) 아하수에르 왕이 2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 걸쳐 베품 

※ 목적: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과시함 

2) 잔치의 마지막 날, 아하수에르 왕은 취해서 와스디 왕후를 불러 아름다움을 뽐내게 

함 

3) 와스디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폐위시키고, "남편은 자기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함 

4)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대회를 개최함 

5) 여기서 에스더가 유대인 신분을 속이고 나가 우승하고, 아하수에르 왕은 그녀를 

왕후로 세움 

6) 우연히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됨 

7) 모르드개 → 에스더 → 왕을 통해 알게 되고, 모르드개는 그 공로를 인정받음 

 

[3 장 전] 하만이 높아짐 

1)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임 

2) 왕은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듬 

3)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 않았고, 하만은 이에 분노함 

 

[3 장 후] 유대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 

1) 하만이 모르드개가 유대인임을 알아내자 왕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끔찍한 조서를 만들게 함 

2)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할 주사위를 던지게 되는데,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음 

3) 그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일을 기뻐함 

 

[4 장]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움 

1) 사실 그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음 

2)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당신이 침묵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 

얘기함 



3) 이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이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함 

 

[5 장] 에스더의 첫번째 잔치 

1)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여, 내일 두분을 특별한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얘기함 

2) 하만은 만취한 상태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개를 만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남 

3) 하만은 신하들에게 내일 아침 모르드개를 메달 수 있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얘기함 

 

[6 장] 이야기의 전환 

1) 마치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궁중실록을 읽음 

2) 그러다가 전에 자신을 구한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들었음 

3) 다음날 아침,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개를 잡아 죽일 것을 상소하지만, 왕은 

모르드개를 공개적으로 치하함 

4) 하만은 모르드개를 왕의 말의 태운채, 성안을 돌며 모두에게 모르드개를 칭송하게 함 

 

[7 장] 에스더의 두번째 잔치날 

1)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힘 

2) 그리고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꾸밈을 왕에게 말함 

3) 왕이 분노가 극에 달하자, 모르드개를 메다는 장대에 하만을 메달게 함 

 

[8 장 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움 

1) 조서를 철회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음을 

알게됨 

 

[8 장 중] 유대인을 구하는 모르드개의 조서 

1) 왕이 모르드개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재정하게 함 

2)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은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대적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림 

 

[8 장 후] 모르드개가 높아짐 



1) 유대인을 이 조서를 기뻐하고, 모르드개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짐 

5) 마침내 그날이 오자,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함 

 

[9-10 장] 모르드개의 위대함 

1)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어떻게 2일간 부림절 축제를 재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된 날을 기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