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더 1-2 장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영화 

•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 즉위 3 년에 잔치: 180 동안 

• 수도 수산에서 7 일 동안 

 

 



 

 

 

와스디의 몰락 

• 왕이 왕비를 청하나 거부함 

•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듯 함 

•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이 듣기에 좋은 말로 답을 함 

• 왕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 잘못함 

• 모든 부인에게 악 영향을 주어 남편들을 멸시할 것 

• 와스디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울 것  

 

 

에스더가 왕후가 됨 (2 장) 

[1-4 절]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수산으로 모아들임 



[5-7 절] 모르드게의 등장.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8-11 절] 왕의 명에 따라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이게 됨.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여 은혜를 베풀게 됨. 모르드게의 명에 따라 자신이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않음 

[12-15 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정한 규례대로 열두달 

동안을 행함.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을 씀으로 몸을 정결케 함 

왕과 하루를 보낸 후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 앞에 나가지 못함. 에스더는 

헤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음. 에스더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음. 

[16-18 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7 년 시월에 왕궁에 들어가 왕의 사랑을 받음. 

왕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삼음. 에스더를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품. 

[19-23 절] 처녀들이 두번째 모였을 때에 모르드개는 대궐 문에 앉아 있음. 왕의 신하로 

대궐 문을 지킴. 모르드게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계획을 고하여 왕의 

생명을지키고 이 사건은 궁중 일기에 기록됨. 

 

 

유다 민족의 처지: Exiled 

2:5-6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Now there was at the citadel in Susa a Jew whose name was Mordecai, the son of 

Jair, the son of Shimei, the son of Kish, a Benjamite, who had been taken into exile 

from Jerusalem with the captives who had been exiled with Jeconiah king of Judah, 

whom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had ex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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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세드  

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9.Now the young lady pleased him and 

found favor with him. So he quickly 

provided her with her cosmetics and food, 

gave her seven choice maids from the king's 

palace and transferred her and her maids to 

the best place in the harem. 

15.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5.Now when the turn of Esther, the 

daughter of Abihail the uncle of Mordecai 

who had taken her as his daughter, came to 

go in to the king, she did not request 

anything except what Hegai, the 

king's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women, advised. And Esther found favor in 

the eyes of all who saw her. 

17.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7.The king loved Esther more than all the 

women, and she found favor and kindness 

with him more than all the virgins, so that he 

set the royal crown on her head and made 

her queen instead of Vashti.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2: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3: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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