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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기 개요 
 

1. 역사적 배경: 에스더기는 주전 486 년에서 465 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1 차 (주전 538 년)로 고국으로 돌아온 후와 다시 에스라의 인도로 

2 차로 귀환 (주전 458 년)하기 전 사이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이방의 땅 페르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던 유다인들이 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인물들 

1) 에스더: 이방의 땅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후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그의 사촌 모르드개와 함께 유다인들을 

극적으로 구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2) 모르드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후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5). 모르드개는 일찍 부모를 여윈 사촌 

에스더를 길러 주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 있는 대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 하만: 에스더기에는 하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3:1),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 (3:10)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들을 부르는 칭호이므로,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5 장에는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으나 사울이 죽이지 않고 생포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 나옵니다.  

4) 에스더기에는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개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 사이의 갈등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갈등 뒤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긴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 장에 나오듯이 아말렉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5:17-19). 

그러므로 모르드개와 하만의 대결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오래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할 때 그는 유다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3:8)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 사람들이 살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1)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에스더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ㄱ. 모르드개가 왕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됨 (2:21-22). 

ㄴ. 모르드개를 처형하려던 바로 전날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실록을 읽게 하는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해 준 그 부분을 

때마침 그날 밤에 듣게 됨 (6: 1-2). 

ㄷ. 아하스에르 왕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 마침 하만이 왕궁에 들어온 

것 (6:4) 

ㄹ.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침상에 엎드려 애걸하고 있을 때 왕이 

방에 다시 들어와 보게 된 것 (7:8). 

ㅁ.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멸절하려던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민족이던 유다인들이 모두 죽임을 

받기 직전에 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에 

반대되는 조서가 내려지고, 유다인들은 죽음에서 구함을 받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합니다.  
 

2) 모르드개의 확신과 에스더의 용기: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만들어 각 민족에게 보내었을 때, 모르드개와 각 지방의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 (4:14)을 확신하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다 사람들을 살려 달라고 탄원하게 합니다. 왕의 요청없이 그 앞에 

다가가는 것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에스더는 이에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4:16)라고 하며,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