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총리로서 통치 장소에 대한 요약정리

BC.610. 9.02 (AM.3391. 06.08) - 여호야김(엘리아김) 즉위원년

BC.606. 1.17 (AM.3394. 11.01) - 여호야김(엘리아김) 즉위 3년, 갈그미스1차 전투(이집트vs바벨론)

BC.606. 4.16 (AM.3395. 02.01) - 여호야김(엘리아김) 즉위 4년, 갈그미스2차 전투(이집트vs바벨론)

BC.606. 8.12 (AM.3395. 06.01) - 바벨론 느부갓네살 즉위원년

BC.602.11.24 (AM.3399. 09.01) - 핫투vs이집트 전쟁 / 바벨론 느부갓네살(통치 제 4년)이 여호야김에게 

영향력미침

BC.601. 3.22 (AM.3400. 01.01) -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세금 바침

BC.599.11.13 (AM.3402. 08.22) - 느부갓네살(통치 제 7년/여호야김에 대한 통치 제 3년)에 의한 1차 바

벨론 포로 및 여호야김 사망

BC.596.03.27 (AM.3405. 01.01) - 다니엘의 3년만의 졸업(단1:5) 

BC.588.10.13 (AM.3413. 07.15) - 통치 제 18년, 2차 바벨론 포로 및 그다랴 총독의 암살

BC.582.01.22 (AM.3418. 11.01) - 느부갓네살에 의한 3차 바벨론 포로 및 여호야김 사망



BC.582.04.06 (AM.3419. 01.17) - 느브갓네살의 큰 신상 환상 및 다니엘의 해석(단2~3장)

BC.578.04.08 (AM.3423. 01.01) - 느브갓네살의 큰 나무 환상 및 다니엘의 해석(단4장)

BC.577. 3.26 (AM.3423. 12.30) - 느부갓네살 미침(단4:29), 여호야긴 포로21년, 다니엘 공직물러남?

        - 여호야긴(애굽식)=여고냐(히브리식)

BC.577. 3.27 (AM.3424. 1.1.토) - 벨사살 왕 됨 : 제1년 (히브리 식) = 느부갓네살 29년

        - (느부갓네살과 공동 섭정자 – 바루크서 참고)  

                - 이 날 다니엘서 7장 동물들 꿈

BC.575. 4.4 (AM.3426. 1.1) - 메대 제국에 아스티에이지가 왕이 됨(61세) (단11:1), 벨 사살 왕 3년.   

        - 0년(바), 1년(히)(단9:1),

: 24년간 메대 통치,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도 11년간 왕으로서 대우.(포로기p64,60) 

- 에1:1~ 메대의 수산 궁(겨울)에서 즉위, 메대의 엑바타나(악메다 궁-여름 궁)

     (에스더 무덤위치와 일치), 이 시기 메대 수도-수산(포로기p63) 

 : 에스더서(아하수에로), 다니엘서(메데인 다리오-느부갓네살의 처남). 

- 이 날 단11:1의 천사의 강하게 함을 받음

- 이 날 단8장 염소 환상(in수산궁, 엘람)

                    

아닥사스다 – 페르시아의 왕위칭호

아하수에로(나는 겸손하고 조용하다) – 메대의 왕위창호(포로기p137)

다리오 – 메대와 페르시아의 통칭 왕위 칭호

            

BC.574. 3.25 (AM.3427. 1.1) - 벨사살 살해(느부갓네살 제 32년): 다니엘서 5장, 

(전날 망년회 파티 열고 손가락 나타나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밤에 벨사살 살해 당함)

- 메대 아스티에이지(62세) 대리 통치 시작 

                : 수산 궁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도 통치. - 에스더서 1:2 

                (느부갓네살과 공동 섭정자-단1:14), 다니엘서 5:31~6장,  

                - 단 2:5~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메대의 수산 도시에 있었음  

                - 같은 해에 30일 조서 도장 찍음

                - 같은 해에 다니엘 사자 굴 사건 6장 (다니엘서와 역사조화p76), 다니엘 메대 

                - 같은 해에 다니엘서 9:1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달음 (렘25:11-12,렘29:10) 

BC.574. 4.3 (AM.3427. 1.10) - 에스겔 40:1 예언 : 여호야긴 포로 25년                  

BC.573. 3.13 (AM.3428. 1.1) - 아스티에이지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정벌 : 느부갓네살 33년 

BC.572. 3.21 (AM.3429. 1.1) -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넘겨짐 : (겔29:17~20) (렘44:30)     

: 아스티에이지가 느부갓네살 대신 통치하고 정벌. (느부갓네살과 공동섭정)  

- 느부갓네살 제 34년, 여호야긴 포로 27년(겔 29:17)

BC.572. 4.14 (AM.3429. 1.14) - 아하수에로의 180일 파티 시작(in 수산 궁) (에스더서 1:1-4)  

: 아하수에로 = 메대 다리오 = 아스티에이지 

                : 자신의 통치 제 삼년 – 메대에서 왕이 된 것부터(0년) 통치 제 3년  

BC.572. 10.9 (AM.3429. 7.15) - 아하수에로의 180일 파티 마침

BC.572. 10.16 (AM.3429. 7.22) - 와스디 왕후의 왕명 거절 (정복축제 7일째 마치는 날-에1:5~22)



BC.571. 3.21 (AM.3430. 1.1) - 느부갓네살 온전해짐, 7년 만에 복권 (단4:34~36) : 느부갓네살 35년

                            - 이 날 이집트 아마시스(장군)가 호브라와 공동 섭정자가 됨

                            - 아하수에로 4년(바), - 여호야긴 포로 28년

                            - 다니엘 다시 바벨론으로??

BC.570. 11.31 (AM.3431. 10.1) - 에스더의 여섯 달 몰약 기름 사용기간 시작 (에스더서2:12) 

BC.570. 12.30 (AM.3431. 10.10) - 에스더의 약혼(??) : 포로기p70 참고 

                                       - 고레스 11살 : 에스더의 양자가 됨(포로기p99)

        BC.569. 3.28 (AM.3432. 1.1) - 느부갓네살 이집트 정복 : 느부갓네살 37년

                                    - 이집트 호브라 왕 죽음 (렘 44:30)

                                    - 아마시스 이집트 왕 됨 : 44년 통치                   

                                         : 평민출신, 호브라(아프리에스) 몰아내고 왕 됨

        BC.569. 6.25 (AM.3432. 4.1) - 에스더의 여섯 달 향품 사용기간 시작 (포로기 P94)

          : 여인들의 1년 정결기간은 그녀들이 처녀임을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기간. 

        BC.569. 12.19 (AM.3432. 10.1) - 여섯 달 향품 기간 마침

                                     - 에스더 메데 왕비가 됨??? (에스더서 2:16-17)          

                                     - 고레스가 에스더와 함께 살게 됨  

                                     - 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 6년(67세)

                                      

        BC.565. 3.14 (AM.3436. 1.1) - 대제사장 엘리아십 탄생

        BC.563. 3.5 (AM.3437. 12.13) - 에스더, 왕에게 마지막으로 불려감 (에 4:11)

                                     : 아하수에로 11년(72세)

BC.563. 3.16 (AM.3437. 12.24) - 에윌 므로닥이 왕이 됨(승계)

BC.563. 3,23 (AM.3438. 1.1) - 에윌 므로닥이 바벨론 왕이 됨(즉위식) : 벨사살 아들

                             (BC.563~561, AM.3438.1.1 ~ 3439.9.1) 

                             : 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 12년 (73세)

                             :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통치 43년 끝남 

                              - 왕의 신하들이 하만을 위해 제비를 뽑다(에 3:2-7)

                             : 아달월(12월)을 뽑음 – 아달월 13일(에3:13):유대인 멸할 날짜 

         BC.563. 4.4 (AM.3438. 1.13) - (유대인들을 멸할) 왕의 조서가 발행됨

                                     - 수산 도시 혼란에 빠짐(에3:12-15)  

         BC.563. 4.6 (AM.3438. 1.15) - 에스더의 3일 금식이 끝나고 왕에게 나아감 - 잔치 첫날

         BC.563. 6.12 (AM.3438. 3.23) - 유대인들에게 방어할 것을 허락하는 왕의 조서 발행됨

                                        (by 모르드개)

         BC.562. 2.23 (AM.3438. 12.13.토) - 유대인 복수의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음

         BC.562. 2.24 (AM.3438. 12.14) - 다른 지역 유대인들의 안식일 대체, 잔치

                                         수산성은 두 번째 복수



         BC.562. 2.25 (AM.3438. 12.15) - 수산의 유대인들 안식일 대체, 잔치

                                       - 첫 번째 부림절을 12/14-15로 정함 

         BC.562. 3. 9 (AM.3438. 12.27.토) - 여호야긴 (여고냐) 석방됨 

            –성서력은 아직 해가 바뀌지 않음으로 에윌 므로닥 원년임 (왕하25:27)

            - 왕의 투옥기간은 37년 8일(13,522일)이었다 (포로기p95,31)

            - 에스더와 모르드개(메대의 권력자)의 영향으로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아스티아게스)는 에윌 므로닥의 삼촌임(포로기p71,94)

             (에스더서9:1-32)

BC.562. 11월 03일 (AM.3439. 09.01.토) - 바벨론, 라바쉬 마르둑 즉위.

BC.561. 03월 30일 (AM.3440. 01.01.토) - 바벨론, 네리글리살 즉위.

BC.557. 03월 16일 (AM.3444. 01.01.토) - 바벨론, 나보니두스 즉위. 

         BC.552. 03월 21일 (AM.3449. 01.01.토) - 나보니두스 14년간 데마로 떠남.

BC.551년 12월 14일 (AM.3450 09.14.토) - 고레스 칙령, 일곱 이레의 시작

                                        다니엘이 바벨론을 떠나 메디아로 이동  

BC.549년 3월 20일 (AM.3452 01.03.토) - 다니엘의 금식(근신)기도 시작 (단10:1). 수산? 힛데겔?(환상?)  

BC.549년 4월 10일 (AM.3452 01.24.토) -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씀전달 (단10:4). 수산? 힛데겔?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 (단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