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더 3-4 장 

3 장 

높은 지위에 오른 하만 

“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개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체성을 지킨 모르드개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개에 몹시 노한 하만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하만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1 개월 후에 죽이고자 함 

“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뇌물을 주어 왕의 허락을 받는 하만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1 개월 후에 멸절하라는 명령 

“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전국에 내려진 유대인 학살 명령 

“14.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4 장 

애통하는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민족 

 “1.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지한 에스더 

“4.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6.하닥이 대궐 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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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드개의 부탁 

“6.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7.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8.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의 답변 

“10.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11.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하니라 

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의 권고 

13.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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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의 결심 

“15.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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