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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권력욕이 부른 참극, 

『맥베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야망의 파국을 보여준다. 마녀와 멕베스, 그리고 멕베스보

다 더 악랄한 멕베스 부인이 펼쳐내는 고전 희곡의 정수를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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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멕베스의 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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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베스와 뱅코에 대한 마녀들의 예언

맥베스 : “지금 당장 왕이 될 사람” 

뱅코 : “너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왕위를 누릴 것” 

마녀를 만난 맥베스와 뱅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긴 작품. 덴마크 

왕자 햄릿이 부친을 독살한 숙부,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에게 복수한다는 내용. 우유부단한 인물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이미지: 들라크루아, <공동묘지의 햄릿과 호레이쇼>

『햄릿』(Hamlet, 1601년 경) 



일견 마녀들이 주인공을 몰락시킨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4막1장에서 환영술을 부리는 마녀들



『맥베스』(Macbeth, 1605~6)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의 권력에 대한 야심과 파멸을 그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 주요 작품으로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5대 희극 

<말괄량이 길들이기> <십이야> <베니스의 상인> 

<뜻대로 하세요> <한여름 밤의 꿈>이 있다. 

 

『홀린셰드의 연대기』

(Holinshed’s Chronicles, 1577) 

영국의 연대사가 홀린셰드의 저작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역사를 기록한 책. 영국의 

많은 극작가들이 이 책을 참고했다고 한다. 

 



『행정관을 위한 거울』

(The Mirror for Magistrates, 1559) 

존 리드게이트(John Lydgate)가 튜더 왕조 시기의 

시를 모은 것으로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비극적 

결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극에 많은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베스』는 『홀린셰드의 연대기』의 스코틀랜드 편에 

기술된 동명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며, 실존 

인물로 여겨진다. 

 

역사책에서는 실제 인물 맥베스가 뱅코와 공모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셰익스피어의 

극에서는 맥베스가 뱅코를 살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막 1장이 극 전체를 간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극의 분위기, 극중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이 1막 1장에서 대부분 드러난다. 

 

『맥베스』의 1막 1장은 황야에서 마녀 셋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햄릿과 맥베스의 차이 

『햄릿』 : 부도덕한 우주 질서 속에서 도덕적인 인간의 

고뇌를 그림 

『맥베스』 : 도덕적인 우주 질서 속에서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을 그림 

 

『맥베스』는 맥베스의 부도덕한 야심과 사욕이 어떻게 

한 나라와 우주의 질서를 흔들고, 그것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  

 

1막1장의 마녀들의 대사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1막 1장의 마녀들의 대사는 작품이 전반적으로 

갈등과 무질서를 그릴 것임을 예고한다. 

 

맥베스는 극 전체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면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는 

배우이자 연출자, 극작가의 모습이다. 



『맥베스』는 주인공 맥베스 자신이 상상력을 발휘해 

극을 전개해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 진다. 

 

· protagonist : 작품의 주인공 

· antagonist : 주인공과 갈등을 빚는 인물(적대자) 

셰익스피어의 모든 비극에는 언제나 antagonist가 

등장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등장하는 antagonist 

『햄릿』 - 클로디우스 

『리어 왕』 - 리어 왕의 딸들과 사위들 

『오셀로』 - 이아고 

 

멕베스를 망가뜨리는 antagonist는 누구인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주인공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비극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맥베스』에는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 외에 비극적 

결과를 야기하는 사건을 꾸미는 외부의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맥베스가 protagonist이면서 동시에 antagonist. 



『맥베스』에서는 주인공 맥베스가 protagonist이면서 

동시에 antagonist로서 역할한다.  

→ 결국 맥베스가 배우이자 극작가, 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맥베스는 진정 사악한 인물인가? 

작품 안에 맥베스가 타고난 악인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맥베스』에는 절대악(antagonist, 외부의 악한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들은 맥베스의 행위의 동인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앞일에 대한 사건을 나열했을 뿐이고, 행동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 

 

욕망은 의식을 팽창시킨다. 모든 사건은 전적으로 

맥베스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른 소산이다. 

맥베스는 뱅코와 함께 마녀를 만난다. 그런데 두 사람

은 마녀의 발언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정황상 시해를 감행할 법한 인물은 뱅코이다. 하지만 

뱅코는 마녀의 예언에 꼼짝도 하지 않고 실제로 

살인은 맥베스가 저지른다. 

 

마녀가 맥베스에게 한 세 가지 예언 

① 너(맥베스)는 글라미스의 영주가 될 것이다. 

② 너는 코더의 영주가 될 것이다. 

③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예언 : 맥베스는 글라미스의 영주가 된다. 

두 번째 예언 : 맥베스는 코더의 영주가 된다. 

세 번째 예언 : 맥베스는 왕이 된다. 

 

맥베스 : “내 생각에 살인은 단지 공상이건만 이렇게 

나의 단아한 마음을 뒤흔들고, 억측이 분별을 

짓누르듯 질식시키고, 보이는 것은 단지 이렇듯 

헛것들 뿐인가.” 

→ 살인을 하겠다는 맥베스의 결심 

 

맥베스 : “To beguile the time, Look like the time.” 

(시간을 속여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게 하자.) 



시간을 속인다는 것은 세상을 속이고 왕이 될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뜻 

 

편지를 전해 받은 맥베스의 부인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남편과 같은 부당한 행위(play false)를 통한 

부당한 꿈(wrongly win)을 꾼다. 

맥베스 부인 : “당신의 편지는 저에게 앞에 놓인 

무지한 현재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벌써 미래의 

영광을 느끼게 하고 있답니다.” 

 

맥베스는 자신이 야욕을 갖고 행동하였음을 알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부터 죄의식을 가진 맥베스에게 뱅코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마녀들을 통해 뱅코와 여러 왕들의 유령을 보는 장면 

→ 맥베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과, 앞으로도 

뱅코의 자손을 죽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 

 

 



맥베스가 자신의 불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사람 모두를 살해하는 일 

 

맥베스가 주도적으로 살해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맥베스를 부추길 필요가 없어진 맥베스 부인은 극에서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까지 맥베스가 집착하는 것은 마녀들의 

예언에서 얻은 암시, 즉 자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마녀들의 예언 

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맥베스)를 이길 수 

없다. 

② 버넘 숲이 던시네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너(맥베

스)는 안전하다. 

 

마녀들은 극의 첫 장부터 역설적인 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예: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마녀들의 말은 처음과 끝에서 모두 해석상의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맥베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녀의 이야기를 

단순화하였고, 결국 스스로의 상상력에 의해 

기만당하게 된다. 

 

맥베스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상상적 

차원으로 이해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맞이한다.



주인공 맥베스는 스스로 극적 구성을 담당하며 

배우이자 연출가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맥베스는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이면서 동시에 

안타고니스트(antagonist)로 등장한다. 

마녀의 세 가지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시간을 

조정하여 다가올 운명을 앞당기고자 한다. 

맥베스는 헛된 욕먕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의 

상상력에 기만당함으로써 파멸하게 된다.



1. 다음 중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

liam Shakespeare)의 4대 비극에 속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1) 『햄릿』(Hamlet, 1601)

(2)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1596)

(3) 『맥베스』(Macbeth, 1606)

(4) 『리어 왕』(King Lear, 1605)



2. 다음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와 『햄릿』을 비교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맥베스』 『햄릿』

 (1) 내 용

 맥베스의 부도덕한

야심과 사욕이 어떻게

한 나라와 우주의 

질서를 흔들고, 그것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

덴마크 왕자 햄릿이

부친을 독살한 숙부,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에게 

복수한다는 내용

 (2) 주 인 공  세 마녀들  햄릿

 (3) 갈등인물 맥베스 클로디우스

 (4) 주 제

도덕적인 우주 질서 속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을 그림

부도덕한 우주 질서 속

도덕적인 인간의

고뇌를 그림



3. 다음 중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맥베스가 사악한 인물이 된 원인은 동료 장군인 뱅코의 계략 

때문이다.

(2) 『맥베스』는 주인공 맥베스 자신이 상상력을 발휘해 극을 전

개해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3) 『맥베스』에는 절대악(antagonist, 외부의 악한 힘)이 존재하

지 않는다.

(4)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한다.



1. (2)   2.(2)   3.(1)



강의 보기

http://en.wikipedia.org/wiki/File:Thomas_Keene_in_

Macbeth_1884_Wikipedia_crop.png

지식 노트

http://en.wikipedia.org/wiki/File:Macbeth_and_Banquo_

with_the_witches_JHF.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Eug%C3%A8ne_Ferdi-

nand_Victor_Delacroix_018.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Macbeth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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