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타난 자연관* 

『한 여름밤의 꿈』과 『뜻대로 하셔요』를 중심으로 

변 창 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우주 속에서 어떠한 위 

치를 점하느냐가 기본 전제가 되곤 한다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상 

에 대한 사상으로서 중세이래 르네상스시대에 걸쳐 영국음 비롯한 

서구에 영향음 미쳤고 유효했던 것은 “존재의 대사슬(Great Chain of 

Being)" 개념일 것이다， 중세의 경우 사람들은 모두 자선의 위치와 

선분 및 직위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하느님이 주선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고 만족해했다 그러나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면서 인본주의가 

여기에 가미되었고， 인간음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세상음 묻절계와 정선계로 나누었고， 인간음 선의 은총음 바라는 정 

선계에 속하도록 하면서 여타의 모든 것은 묻절계에 속하도록 했다 

이러한 구분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이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결과 

를 낳았다 1) 인간은 자연계 속에서의 자선의 위상에 대해 나름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선음 자연계 위에 군림하는 우윌한 존재로 보 

기 시작한 것이다 인본주의는 고전과 학문음 중시하면서 이성， 진보， 

지성음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기술문명의 기초가 된 개념이었다 2) 존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3년 연구 

과제)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KRF-1998-005-BOOl03) 

** 서울대 영문과 교수 
1) Edward William Taylor, Nature α1d Art in Renaissance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64, 23-4쪽. 
2) Christopher Mains , “Nature and Science," The Ecocriticism Reader, 



재의 사승 속에서 인간은 맹칭한 동물파 존경스턴 전시 사이에 위지 

히면서 딩연히 디븐 생물체와L 치윈이 디븐 존재무 멍jI_ 싶었디 

핵릿이 밀히듯? 인간은 “이 서1상에서 최jI_무 이름디운 존재 ~ .. 동물 

중의 귀감"(C 햄릿d. 2 .2. 309-10)이있디 고란시스 베이컨π 8 시한 밀 

을 했나 “인간은， 마약 우리까 복직인의 펜점에시 유나면， 세싱의 

숭섞이라 여겨집 것이나 인간이 세싱에시 세기핀나면 나머지는 복 

직의식도 없는 쓰레시에 붕괴합 깃이나’‘3.1 

이지럼 즌재의 사스 속의 인간의 지위외 개념이 1견하면시 인간 숭 

섞 사싱이 내농하시 시식한 시대에 식품 활농을 했던 셰익(피어는 

자연의 시인이라 할만김 자연을 인간의 섞싱을 표엔하는 수단으도 

그리끼 지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의 현상은 상성적P로 표떤 

했다 특히 그의 희극늘은 인간과 지연과의 조화를， 미극늘은 그 톤 

간의 부조화를 통해 극1덩하세 지신의 지연관파 인간관은 느라냈다 

특히 비극의 경우 비극적 주인공ξ 지신의 의지를 극내화하변서 주 

위--지연--와의 갈등은 야기하고 이것이 주인공 지신의 미극적 운'3 의 

닌초가 뇌는 "조를 지녔다 미극이 인간(주인공)의 지아획내에 띠는 

주위와의 충돌이 야기 6] ;_: 찬등의 극화마면? 셰익스파이의 희극은 개 

인중심 사 상이 기 셔온 사연파의 부주화를 인긴은 흔사서 살 수 없기 

에 서무의 g 서와 화압이미 L 주재를 닝헤 극복함으무써 개인 중심 

의 난데시회의 문재전을 H]판허뇌 시정히뇌사 한디 

듀히 페스π팔라즙 묘학은 인간의 부주화와 갇둥의 묘재를 사연파 

데 H] 히면서 난대사회의 문제를 주망한디 H]극이 인간파 사연을 이항 

대핍의 뀌점에시 유나면 희÷f은 대핍구소÷+ 싱대의 펜점에시 칩으노 

써 섞샤한 사회감능에 대한 보나 환싱적인 해견냉안을 〕i색한나 비 

←f의 수인공이 이싱을 위애 고난을 김수하고 숙유을 맞이하시도 하 

ëC쪽 

3) francis DacoIl, The Phi!oS'때!her WorÀι5 of FraflL--Îs ßacon, ccb. Robαt 
Lcslic Ellis & ]3mcs Spcdcling (1805 I]Jt. FrccpoIτ NY: Dooks o[ 
Libraries Press, 1970) , G-7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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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낀” 희극은 “인긴은 ~R 약히jI_ 맹칭히 "1 위언이 걸여되이 있시민? 

이틀 견뎌낼 수 있L 동물’-'1-"1이미_i_I_ -? 랴에게 밀한디 즉 희극 형식 
의 포 g 정신은 작S의 걸밀을 화히1의 진망으무 fl-Ç_8]-Ç.록 한디 

jI_데이에 문학애서 사연의 모습은 그들이 석절한 위지를 전히 ç.록 

나π 의 위싱을 부여만곤 했나 인간의 모습을 생문괴 유사하게 세시 

하는 깅우까 _ r 반증이라 합 깃이고‘ 인간의 싫은 자연게의 여러 이 

미지E노 재헨되며， 인간의 특싱도 예외샤 아니었나 이러한 자연게 

외 인간의 싱후식용에 대해시， 식까듀은 “생닫희직 자연은 이 커나란 

세게의 이미지샤 되는 깅우가 많나’ 51고 보시 때문에 세싱에시의 인 

간의 역합이 전지1 적인 관점에시 소명한나 인간의 삶은 자연괴의 r 
쟁이었다 사냥이 그라했민， 농경이 지연유 착취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입이었다변 이 툴간의 관계는 상호보완관계이변서 증돌하는 이증 

적 위치에 있어서 농경에 종사하려변 선납은 얻기 위하여 지연유 폐 

깐하，，~ 농지를 "획하기 위하여 이웃파 증돌힐 수밖에 없딘 지언이 

황폐해지연 인간의 생냉이 위태로우1졌다 

셰익스피어가 희극작품은 통해 우리에새 보여주끼지 하는 것은 남 

녀의 시란의 이야기틀 난간으무 객관석 현싱에 내제한 비인간성 

사연 또L 니인들파의 갇둥 을 경계 81--~ 복압석 진맘을 현심의 한 

계와 8 rE파이 석 진망긴의 긴장관계무 요현히jI_ 있디 이 êl한 관전에 

서 본_iL-~ 셰익스파이의 『한 여름 밤의 꿈d (.4 Mids lImmer 에'ght's 

Dream)파 「뜻대무 허시 ~~J (.4s Y 011 Like 11)를 디둘 것이디 이 작S들 

을 싱헤 인간파 사연이미L 관전에서 시회지1π니 정지권력의 문재기 

인간싱의 문세도 환원되고 자연괴 분명의 대비 속에시 어띠한 해견 

책이 〕lL색되는지~ 얄아 볼 것이나 아응러 이 식품E의 수세는 견만 

을 더욱 회해의 분위시노 송직시키게 하는네， 이는 해견의 여지까 없 

어 보이던 인닫 ξ 사이의 문세가 자연을 접하면시 인간의 선한 천싱 

4) Jo:‘안)h fvIeel;:e-ι 771ε C()med~/ of .'-,'url1 il1al: Sludies in Lilerary E，α)Zog}' 

("eι Yorl( Charlε 、 Scrihnerrs Sons. 197~). };)꺼 

::;) Tbid.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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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으무 인해 사연스럽게 해걸되 L 파정으무 화함에 ç. 주목하 

것이디 이를 싱헤 므네상스 시대의 인간파 사연에 대한 개념이 이떠 

했L시틀 얀이멍jJ_사 한디 

고마 이이orthrop Fη잉L 셰익스파이 희극의 세계 를 적색 세계와 

녹색 세게도 양분한나 6) 전자는 싱미 전쟁이 만하여 수늦이 강능괴 

식육으노 점전되는 도시 즉 J숭 생활을 지복하고， 후자는 선니의 나 

라가 연싱시키늦이 선비의 마막이 출몰하는 시칼 즉 전워 생활을 지 

복한나 복샤 운혁의 생활 배깅은 딛론 전워이지만 언서1나 도시의 &• 

숭을 l 대소직 뀌게노 섣생한나 「한 여 π 밖의 꿈J어1시 아베내의 외 

과 숲븐 인간 사이의 감능이 적예회되는 아테내의 ι 전괴는 핀이하 

111 다는 등화와 신화가 언혀신 신미의 세계이다 냉내로 하셔요」의 

아는소 E 임부지노층늘의 권력욕과 세속적 야심이 언혀있는 노시와 

는 달리 지연의 섭리를 쫓는 지연에 노출된 겸허힌 ?1간늘의 틴습유 

보여주며， 이1 전의 형제간의 권력은 툴라싼 갇등에서 빗어나 지연신파 

인간의 정렁이 11 '，간하는 관념적인 시l계이다 이늘 두 작품은 인간과 

지연의 갈등은 치유하는 방<?1 。로 화협의 지세를 강조하는데 작품이 

디루jJ_ 있L 헥섣석인 문재들을 사연 묘병의 이인적 대립항으무띤 

멍시 L 않_iL， 서무 대비되면서 등시이1 서무의 관전이1서 디시 멍기를 

g구한디 동시에 갇둥애 대한 지 8 잭으무 디양한 헤걸의 진망이 제 
시되기π 한디 

『한 여름 만의 꿈』은 이테네 궁정파 이테네 난교의 숲이미L 두 

세계기 교묘히 융압되이 완벽한 미학석 주화틀 이룬디 이 작음은 진 

개에 있어 샤게 샤층의 인간E 왕괴 귀족튼‘ γ 지한 식강도 요성 

5 이 전워에시 소우하여 회 해~ 이 1 고‘ 구싱에 있어 비극적 감 

능괴 희÷f직 해견을 기쳐 측세 의식으노 섞회되는 구소이나 아테네 

의 공식 테세우A~(Thesεus)외 l 의 약혼니 히폴마Ej{Hippolyta)의 사 

덩의 이야시는 낚싱 숭섞 가부 싱군수세의 싱압직 세게펜을 반영한나 

61 Lι JIlälTl F. D(깐n & ct. al. Shakes'].λ?are's Twelfth .Ni앙It iDostα]: Allyn 
& Bacon, 19Gõl‘ g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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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L 군?니 이버지기 선처럼 받들이셔야 한디 “니에게 네 

이내넘은 선파 간디 "71(1147) 허미이의 이버시 이서이스기 떨애 데 

히1 이이한 진권을 기시jI_ 있L 빈면? 띨 허미이L 이에 불복히면 “죽 

g 을 맞이히서니 이니면 넘사들파 영웬히 시구1 시 않겠디jI_ 선서 

(1.l.65-66)’‘해야 한나 이러한 싱압직 볍， 이싱‘ 사회의 규뱀에시 히 

미아외 라이센더는 자선듀의 사덩을 위해 “아베네 밖의 숲’으노 도 

밍을 시도한나 이 숲은 이생괴 볍이 효막을 빙L하지 뭇하는 곳이나 

히미아듀 젖아나선 뇨미드마우긴도 이 정보~ 능고 숲으노 향한나 

」대는 」듬이 아 쇼 속으우 왔나고 하시 않있←?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는데 히미아가 보이지 않。니 

정맘 미김 깃 김아 8 . .12 .1.190-1921 

목가적 선통에서의 궁정과 시공의 내치는 이제 이생 내 미이성의 

내치로 차원유 달리힌다 아테네가 상정하는 이성 E 강암적이구， 권 

위주의적이다 이라한 남성적 가치로부비의 노망은 바로 부틴의 권위 

로부비의 노망은 의미하며‘ 라이샌디 이틴에새로의 노망요 남성적 역 

입의 환경으무부더 벗이니서 여성석 안정의 세계무 헝함g 밀한디 

그이므무 숲은 억엽파 부주화에서 1서이니 비이성석 숲을 싱파61 ;_: 

의례틀 거져 안정파 주화의 세계무의 진압과정을 위한 싱파 의례적 

위지에 사랴한디 ll) 

연인들이 숲에서 추구히ι 것은 각사 디므디 허미이와 마이샌너L 

그들이 인8]-Z_:-대무 시땅하 수 있L tE파처틀 찾-__j_I_ 드미F랴 ?스L 

히미아~ 쫓고‘ 섹레나는 j다미드리우(듀 쫓는나 숲의 마믹븐 요성 

을 통하여 이 E 간의 혼란을 치유하여 부〕lL외 군수의 횡f까 추래한 

사회의 싱λ1'-' 아닫게 하고， 젊븐이 5의 자연(런 욕멍이 소회듀 젖 

71 A Jvli서잉lnllner λ/i셔rt's Dream꾀 As 1'011 Like h으1 퓨시는 믹 상 익9-g 

포기함 

8) 1\Iichad 1\IaIlgaIl, .A. Prdace w Shakesι eare's Comedies 1004-1603 
íLondon: 1ιngm8Il‘ 199G1, 1펴 l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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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록 해준디 비내(C. L. 8arbeηL 셰익스파이의 9 정들은 초윈에서 

활동히 L 존재들이미 주장Ö}il_ 사연을 돌멍jJ_ 댐호81'-: 그들의 임무 

L 양떼를 돌냉jJ_ 냉호히L 딛동들의 그것파 동일히디jJ_ 밀한디 ~)) 

따미서 숲은 시란이 걸싱을 멧게 해주 L 지 8 력의 장수기 되디 그링 
지만 이 숲에도 위험한 요소가 자피하고 있나 이 속에 사는 요성 튼 

은 마침내 이 누 쌍의 연인E에게 행벽을 선사하지~l-. 반면 이는 자 

연게의 불회의 부산문이라고 할 수 있나 인간게나 요성게지럼 자연 

속에도 무 죄시외 재잉이 영내하고 있음이 누러난나 

우려가 원무를 추고 녹려고 하면 어김없이 

칫아와시 우리를 못살개 곤거나， 

강뭄이 벼라해사 육시를 뒤텀어 llf나무 η 터 

이상한 얀세픈 펴는 등의 갖은 심통g 부녔죠 

7만 인 때 {i 어) 농우듬은 딱흘린 것이 허시기 되고 

암소는 병이 듣게 되고 시받듬은 슴거f 기윷g 

기대학 ? 없게 된단 말예요 닙 여큼， 걷실의 가용， 

이섯듬이 q두 두1비뀌이서 이느 케 이느 건지 닌산학 f 없게 
되였지요 。l케 다 ?ι]뇨의 씨움 때문이애요 U. 1.1ìH-101 1 

농사가 영망이 된 사건은 당시 셰익스피어의 관객늘에씨는 누 "나 

알민 있는 껴행힌 기억P로 남아있었다 1594-97닌 사이 4닌 동인 연 

속적。로 수획이 영망이 된 껴행은 겪었기 때문이었다 「힌 여름밤의 

김』이 발표된 16세기 받업 영거은 기근이 지주 반복뇌는 임이어서 

기후는 많은 사땀늘의 관선사이었다 딘닌의 경제는 매우 응족한 편 

이어서 이라힌 가김의 여파가 미 11 1. 적 적었고 이로 인힌 ?113피해 등 

이 서의 없았으니 북서부 시방의 시곧은 기난의 위협이 향상 그들을 

노랴jJ_ 있았디 기끔은 이 재히1기 폭동으무 이이진 때? 있았디 10) 

9) C. L. B8rber, Shakes{Jeare's Festil• e Cαnediιs (Princeton: Princeton 
UP. 197ë), 1-1::;쪽 

101 D. M. Palliscr. TlU? .4ge of Eliz，따Jeth: Engiand uncler the Later 
Tudors (lla:rlow: 1ρngman. 19831. 189-92. 넷 Drian Vickcrs. 
A(Jpra{JrÎatinR" Shakes(Jeare: Contem{JOrary Critical Quarrels (Neì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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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파이 L 싣재 상횡을 그의 허구 속에 삽입시키jI_ 있디 이테네 

의 연인들에게 호의적인 숲의 9 정들은 이 기난의 윈잉이미jI_ 딛 수 

ç. 있디 딩시 농부들애게 사연 흑은 초사연석 9 스들은 향상 인긴에 

게 호의적은 이니며jI_ 민았디 

하지만 이 식품븐 희f이나 수인공 [ξ이 재잉의 까능싱에 식면해있 

지만， 희 ÷f적인 해견의 성마미샤 항싱 뀌객을 안섞시킨나 즉 〕lL누= 

워하는 대노 행벽하게 짝을 갖고 아7도 불행해지지 않을 깃이라는 

엮시가 자수 F러난나 “세깃은 세샤 가져야 하는 볍 세샤시 나 

짝을 잦아 꼬누 나 행역하렴 숫컷은 엄컷을 만나 꼬누 나 γ사하며 

(3 .2 .145-8) ’ 위힘이 즌재함에도 불구하고 이E이 도직한 곳은 미지 

의 세계이지만 이늘에새 매우 호의적인 곳이다 이곳은 로맨스나 서 

사시의 주인공늘처럼 그늘의 E갖 딘난은 허1치나가딘 틴험은 수행해 

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노 틴는 것이 해겸뇌 

는 마;의 세계이다 이늘은 거의 틴는 사건에 내해 수동적이다 행 

복한 겸놔노 그냥 거시 다가E다 그냥 소에 누어서 잠에 빠지딘 딘 

은 꾸다보변 만사 형통이다 장인 w人늘노 귀족늘의 웃읍거리이변서 

일먼은 이 극의 영웅이디 불협화g 속의 화음 의 문재기 이 극의 초전 

이디 닝에게 펴1 를 끼쳤너미 ç. 이틀 션의무 해서히면 모든 것은 좋게 

꾼난디 파더 뀐스(peter Quince) 'C. 간은 시π를 헤냉 시민 싣페한디 

‘파마무스와 디스비’의 표를무그를 멍사 μ1더 뀐스기 관객들애게 양 

히1 틀 구히~ 모습이디 

만약 서회 연←f용 보시 11_, 기닌이 상하시더이노 §서해 「세요 
서희 마읍은 악의애서 하든 일이나끼요 다만 서희듬이 서둔 슴씨 

를 세이려 힐 뿐 싱의는 q한 깃엮니나 싱의를 1;1.01 려 한 깃 」깃 
이 저희등의 이 극의 진실뀐 목직。1 휘 q 나 주금이라투 선힌 마유에 

시 저흐]는 절대루 9 지P 않있응 거라는 깃응 시익치 마세 g 이러 

분g 민속케 해도리는 것이 지희듬의 문으1 는 이니였담니디 오보지 

여 2.1분 g 음갑게 히)도라고 싶은 것뿐입니디 여미분듬이 심망히선다 

Haven :Y81e UP, 199.3), .lëG-.lë8. 1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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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처 S부터 요지도 않았g 것업니다 이세 매우듬이 곰 니올 것입 

니나 (5. 1.108-15) 

μ1 더 뀐스L 단이 시 g 은 옳으니 의미L 잘뭇 진딛히-"- 있디 구두 

전파 진딛의 잘뭇으무 인혜 의미기 왜곡되-"- 있디 냉싱 극의 고를무 

그의 의 r;;L ‘이부!?}. 시파? 사기 비허의 딩짓을 닝히1 작기와 군주 

사이의 볼회~ 해소하려는’1 1"1 의도도 활용되었지만， 심세 싱황은 

의도외는 전혀 딴편이나 “저회는 시분을 싱하게 하려고 온 깃이 아 

닙니나 저희 진성한 의도는 여러분에게 걱기움을 F피려는 깃입니 

나 ”라고 해야 할 깃이 나음지럼 변행되었나 “여러분을 만족케 

해F마는 것이 저희 5의 본의는 아니었담니나 여러분E을 걱겁게 해 

F민려고 폰 것이 아닙니나’ 인간의 의지외는 나브게 진행되는 ÷f의 

틴습은 통하여 화해의 장은 보여준다변 이는 신의 섭리라는 받언가q 

아니변 껴협리한 삶은 보여주는가9 

무내의 마지막은 다양힌 형사。로 관객늘에 111 극의 겸닫은 알린다 

다양한 방사의 화협 가능성은 다양힌 겸받의 여지를 남긴다 팍 

(puck)이 무내 앞P로 나서변서 에굉로그 준비를 힌다 

매고븐 시지는 으브링 rl]고 

늑rl]는 닥g 향히) 먹리 짖고 

~-~1 요정뇨은 

I ,'_g 셋 기친 해커티약 함께 
티)잉음 꾀하여 꿈샅은 이눔용 I다니l가1선서， 

장닌이 한창이지요 

생쥐 힌 마리투 
이 신싱한 집응 척멤힐 수 는 없시 g 
저는 비를 가시고 왔습쇼 
ι '.1 에 있는 만지든 쓸기 위해서요 ι1..37.3-，1， .38;끼 92) 

111 ßarbara frc여.man‘ Staging thι Gazι Postmodernism. PsychoωlG!ysÎs 

and Shakesl기?arean Camed.vOthaα1: Cornell UP. 1991). 15: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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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필무그의 미시막 두 행은 사신의 위상애 데히1 의문 을 재기히 

jJ_ 있디 펴은 초사연석 존재인기 이니면 무대의 심부름꾼애 불파한 

71" 그ê1 니 이이서 9 베둔파 니이태니이기 둥장히여 대시를 니누면 

서 노 ι11와 츰을 훈디 디시 관객은 이것이 극의 걸밀이미jJ_ 착킥 을 

하게 년나 하지만 오매론이 녁을 내미시 전에 견혼 측하~ 해야 한 

나 l러자 이러한 측하의 만에 이어 픽이 나시 능싱하여 꼬누에게 

식 변인사늑 한나 “이 주라하고 히황핀 연f븐 단지 꿈김븐 깃이 

니， 꾸젖지만 마시고 너_ r 러이 용시해수선나면 자츄 고쳐 나까겠습니 

나(에 펀도 I 14-16) ’ 

이세 f이 끔난나 모누듀 f싱을 띠나 집으노 i' 아가기나， 일싱생 

힌은 시작힐 것이다 이라힌 여랴 겸딸의 가능성유 관객에새 제시하 

는 작가는 관객。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환상인지 현실 

인지에 내해 의문은 제기하새 만는다 12'1 테세우스가 주장하는 냉정한 

이성의 힌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쥬 삶의 방사에는 어느 한 방 

사만이 능사가 아니며 여라 가지 변。로 생각힐 수가 있다는 것이 

다 낌은 현가지 해석만은 강요하지는 않는다 IJ- 요 여라 가지로 의 

미기 ç.출될 수 있.il.， 심시이L 모순되~ 걸른ç. 기능히디 비무 이 

「한 여름딴의 꿈」이 그ê1 히디 13) 일면 이 작단은 화혜의 극이디 연 

인들이 기흑한 이테네의 뱀을 파헤 숲이미L 사연계의 지 8 세계무 

잔입히여 그들의 문제를 히1걸함으무써 화양의 장을 연출한디 이이한 

걸밀은 연인 싱 지사? 장인 9 정들이 평화롬게 공존이 기능한 세계이 

디 히시만 이 극은 단순히 히니의 걸른만을 강주허시L 않L디 상 

충하는 현심을 해견하는 깃이 쉽지 않나 사멍하는 연인브의 행역한 

견만은 일띤 걱기운 임이지만， ;퓨 띤도 있나 이E 이 자선튼이 워 

하는 대노 짝을 짖었나는 점에시는 나행이지만， 이E이 늘에 빅힌 연 

121 C. L Barber의 젝 쥐소 
131 Jamcs L. Caldcrwood “ A I'",Iidswllmcr Night' s Drcam: i\.IlaI1l011)hism 

and ThcSC'lLS" Drcam," Shakespeare QLκa'terlv. 42-4iWirICT 1991ì. 
408-430 참;즌 이 날꺼 본 작품응 터1 세우스의 꺼이라는 관겸으우두 볼 수 

있 Sg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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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무 화했다;L 것은 슴픈 일이디 

『한 여른1간의 꿈』이 궈~‘ 평먼， .}I정 동의 여 ε1 존재 계층들의 화 

합의 장을 캔-여준디면‘ ?뜻대;;:' 61λ!fi..jJ ι- 사연 속의 디양한 인긴군 

상들 사이의 대 li1 를 당해 빌이 인간중심 사회의 문제전을 비판한디 

미이커가 수싱하늦 희낙은 낀전한 회애 및 더불어 섣시듀 샤드지고. 

정치 및 사펴의 인간과 연 1 .판 세 운세샤 자연괴 대비듬 이룬냐 분 

세가 되는 도시 사회는 아E숲괴 대비되면시 싱대적으노 감능괴 대 

갑의 조식으보 부각되는네‘ 도시의 띤부 지도층의 권펙씌과 소유씌→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교양과 운명의 의의듀 훼손하고 있다 오엠판 도 

시에시 펴난 온 이듀의 기수 공간인 아든숲븐 선한 덕싱을 마당으보 

한 새생의 삶의 공간이 펀다‘ 현실유 빗어나 ~. _Ò4로 오논 행위논 현 

실노피의 생향이 었음노 사실이지만， 인간의 :11.，"1 휘과 원직은 지커려 

논 사땀듭의 증요힌 ?l식처가 됨 :rT:힌 사실이다‘ 아는숙은 타팍힌 인 

간증선의 젠협화읍의 현실븐 거부하.17 인간의 믹생은 연마하논 공이 

변서 동시에 목동늘의 삶의 비전이가노 하며， 선남선녀늘이 사랑유 

통해 지선늘의 지아를 완생힐 수 있는 곳이기노 하다 아는숭은 여러 

인간들의 속성이 섞이면서 그 속에서 이 떻게 인간파 인간‘ 또는 인간 
파 사연이 ~1-_화를 모색 ;-1 면 공생히는 지를 댐-여준디 

언긴추y_의 궁정으무 대뇨되는 사회와 자연의 대비는 인간성의 난 

분문지l 무서 사회제도니 정치권력의 문제무 확대되디 문제기 되 L 사 

회는 이듀 숲과 대비되면서 상대석으면 다락한 문병사회무 부킥뭔디 

지ç_증의 욕망 →권력욕파 추유욕← 이 너인파 더불이 살기를 포기 

하고 덕성을 척비렌 ]lL숨을 보여순나 아든숲은 도시의 이가직 성향 

을 벗어나 인간듀이 마F껏 자연의 섭며듀 느끼며시 자족하는 가운 

데 -;;-생의 싫을 이치하는 공간이 판냐. 즉 타력한 정지현심을 기부하 

는 사력듀이 인간의 덕성을 연마하면시 자연괴 더불어 섣시담 배우 

는 곳이냐. 농시에 이곳븐 복농듀의 삶의 터전이며. 젊은이븐이 사멍 

을 하고 자유듀 만끽하는 공간이가도 하다. 사녕의 전심인 걷혼은 /1 
존 지l1H질서의 괴되를 집협시키논 매체이변서 관습。-로부터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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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1방의 상정으무서 희극의 궁극적 딛Jl_이디 

인긴계 L 시배틀 꿈꾸L 사람 때문애 향상 갇둥이 존재한디 이것 

이 인간계의 사연상태이디 서무 너불이 시 L 사회를 꿈꾸시만 이 L 

8rE 파이적 공간이시 현심은 이니디 이든숲은 비무 이이한 gr 파이 

직 싱싱막을 도시인5에게 세강한나 ’E미는 u}에 의하띤 공식께 

시는 아든숲에 가 게십니나 수위에는 많은 멍멍한 부하브이 따브고 

있고요 l 듀은 옛 영국의 노빈훗괴 김은 삶을 섣고 있지요 내굉싱 

대에시지럼 .'_-c:;=-은 시간을 편하게 ?시고 게시지요(11. 114-9)" 

이 세게에는 위게짖시샤 있지만‘ 시노 타선직이기나 이시직이 아딘 

사노의 회함에 근기한 공농세이나 14) 이러한 세게F 소개하는 늙은 

하인 아담(Adam) 은 이름이 상성하듯이 과거의 타팍이선의 인간의 'i'. 

습은 상기시키변서 현새의 틴습은 상기시킨다 경쟁과 이기적 타산에 

의해 틴는 것이 겸정뇌는 노시 인간계오김는 달리 지언에 띠라 삶의 

신리를 매우는 아는소의 삶은 화협의 장P로서 슨색이 없다 아는승 

E 인간에 111 삶의 신정한 의미를 가금치는 il!，육의 장이다 

귀양λL이히는 니의 S지약 형제 여미분1 

오랜 강징으-1 {ì-만이 오히려 오1 양민 있는 강징생횡보디 

이공의 삶용 더유 감미룹케 하지 않았소? 

이 숲은 시기심。로 가득한 궁정보다 

휠씬 유쾌하지 않소? 여기서 ?ι]는 아딘이 받은 핑낼인 

겨1 절의 자이를 인 느끼지 않+ 

이깃꺼 아석이 아니 9 .. 01는 나의 

시맏됩됨이든 기르치는 진정한 충고지듬이오 

고단은 진정으보 감미보γ 것이오 

고단은 11 꺼비처럽 추히고 끼이 있는 것이지민 

」 머리앤 수중한 딩 λ] 이 달려있끼、 

。]이한 우랴의 삶은， 속세와 떡어져 있어 1 

냐?가 ~-~1 에게 111_훈용 Î- 1/_. _-'6_L다는 넷문이 채。l 되 -1/_. 

도속에 교훈이 았고， 노든 것이 R 익한 것이라오 (2. 1.1-171 

1-11 Nick Potter, 89-9C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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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스승으구 삼이 그 속에서 자연을 부il.. 교훈을 언il.. 자연의 

섭랴에 순종히 는 자세는 인간을 자연애 ?선한 것으믿 댐-는 난대 ?
추판에 빈하七 생각이디 사연 속에서 그들은 ç_시의 흔탁함에서 l서 

이니 언간의 이기심을 부디il..양히il.. 서구틀 존중하는 R.π파이적 

세계관을 펴팍하고 있다 자연에 농회되어 자연의 1건회에 봄괴 마유 

을 만시는 자세야만보 씌밍 두싱이의 강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나 

!러나 이꽂에시의 귀족븐은 아식 이성적인 생내에시 가마샤 있유을 

보여주는 사낀이 밤생한나 예듀 븐어 사슴을 숙인 강-식의 수행워에 

대해 세이퀴즈는 비핀하는 깅우샤 {러하나 자연 족에도 닦욕이 자 

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가심의 밤보는 인간에게시 쉽게 가심 수 없 

논 존새임유 딴해준다 즉 지언은 그냥 이상적인 낙원이 아니라 가끔 

은 위와 같은 탐욕의 상태가 느려나가노 힌다‘ 굶주린 올캔노가 칼은 

빼듭:11. 공작잊행의 사사장변유 침빔하논 장변이 그 대표적인 애이다， 

굶주린 앞에 인간은 애의빔집은 잊어버리y 짐승과 같새 띈다 이러 

한 올때노의 민습유 Q변서 공작은 :rT: 하나의 .1 1’훈-븐 얻는다‘ 

보게니， 우리만 멸링한 것이 이니야‘ 
이 넓고 굉횡한 새상누내는 우려가 uB 역히는 

장'.1보다 더 미창한 틴습흘 보여주논깐 1'2.7. 1 :)(j-K) 

이 세싱의 희보애락을 뀌→소할 졸 아는 공식은 싫의 지혀l듀 나쉰대 

보 배운다 J러나 현심븐 이보나 더 각빅하나 여가에시 셰이퀴즈는 

인생7익론을 보보하는데. 이는 자연의 섭며외 과정이 [대보 식용하 

는 예이다‘ 즉 인간은 대어나시 생을 마김활 때까지 사펴샤 부여하는 

띤G’- 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인생은 허-우 l 자세라는 것이나 

즉 현새논 태평성대의 이상적 사회와 삶이 ‘닛가능힌 운I~ 이 지lIH하 

논 지의적 사회라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혹한 지연계라 힐지라 

노 인간계의 llH 은1상마휘보다논 덜하다 “얼어북어라 얼어불어， 그 

대 가혹한 하늘아/ 그내가 아무2.1 살유 에이듯 좁디라노 은혜를 "9. 

금-논 이늘보다는 낫겠지:'(2.7. 184-6) 문l성 이전의 지연계가 헝상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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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히jJ_ 행복하 수낀은 없시낀 사연애 순 g 해서 시 L 것은 니름대 무 

인간계의 니락한 상횡멍디L 휩씬 수 gδL 낀히디 그이니 중 9 한 전 

은 이곳이 궁정의 니락에서~ 엣이니 있을시마"T:;""-.. 완진한 이상헝은 

이니며 L 전이디 온랜t의 야수성 재이퀴즈의 냉수성” 터지스톤의 

l정생활의 우월싱 수싱 능고} 이 E의 븐근한 깅쟁은 인간의 문세가 

아든 숲이라고 해시 외 전히 해소핀 년 깃은 아념을 만해준나 151 

공식 이 퓨빙하는 이싱 직 삶은 세이귀즈 능에게시 퓨L엔되는 복동= 

의 기친 삶괴는 기미샤 멈고 섞지어는 싱반도1 시도 한나 코렌괴 터지 

〈논의 논쟁븐 이~ ←f멍하게 F러낸나 터지λ논은 시송일관 강정 

생활의 우월생을 수싱하는네， 복농5의 전원생활에 대한 l의 냉가는 

노시인늘의 목가적 삶에 내힌 환상유 잠 적시하" 었다 측 목동늘의 

삶은 “법 것 아니며naughl" “쓰쓰하민 solitary" ， “지긋지긋하며 、 ilc ，" 

‘ 지루하끼 tcdious ," “ llH가 고 간 no TI1 0rc plCllt.ν’변은 지니딘 있다 광 

내 비치스톤의 직설적인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 선원 생힌이 

얼마나 허 "적이끼 미띤l실적인가를 보여준다 

그라나 극의 마지막은 겸꺼과 즙P로 장사된다 로장런느와 올껴 

ç. 싱 Hl 이스와 μ1 비? 터지스톤파 9 드페이의 걸양은 온갖 겨1증의 행 

복한 상횡으무 막내랴게 함으무써 니름대무 화해의 Hl 견을 냉여준디 

그이니 이들이 완진히 평등한 계증으무서기 이니마 니름의 한계를 

시년 제한석인 이상헝의 싣현이미 L 전에서 현싱의 한계틀 인정 81 .. ~ 

주화틀 작기L 멍여준디 grE파이의 기능성은 딛기석 환경을 배경으 

무 너진되시낀 그 한계의 극복은 념이야 하 파정으무 닌이있디 셰익 

〈피어의 이싱향은 히구직 행내도 구현되고 있지만 이는 성선직 관 

념에 머 무브는 한게;... "c러내고 있나 또한 을렌도의 행 올리비의 개 

섞괴 ~tll디녁공의 반싱븐 이러한 회함으} 싱을 더욱 고소시킨나 아 

든숲에시의 시력이 6-~직으노 보싱만유으도써 시도의 애환이 어느 

정도 인성만는‘ 불만괴 소외의 여지는 여전하지만， 회합의 측세도 마 

151 Ilalph [lcrry, Shilkespιure's Cαnedies (Princιton: Princcwn UP, 1072) , 

1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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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8]--~ 것이디 

이 작응은 셰익스파이 희극의 정수를 모두 기시jI_ 있디jI_ δL 수 

있디 즉 시회의 화압을 위한 진행파 부주화와 그 와혜의 기능성을 

인시히-l___- J파정이 그것이디 희극애서 생명체 L 기능한 방식을 디 동 

원해시 환경에 직응하고‘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하고 숙유이 아 

년 자선책을 f구하고 /냥한대도 나양한 빙식을 수용하고， 환깅에 

직응하려고 노믹하고 경쟁보나는 협익에 ?점을 누어야 하늦이]이 능 

싱인닫 ξ은 나~대도의 생즌냉식을 〕lL색한나 인간의 세속직인 R 밍 

E 이 추래한 불혐회음E이 〕lL누 회함의 닫견노 김씨친나 

아E 숲은 복동E의 일싱의 삶의 터전이면시 J 정의 젊은이 E의 

사랑의 깅;간이기노 하며 사회의 악지나 주빈 새벽늘언 여성과 목동 

늘의 지유를 만끽하는 카니발의 공간이기노 하다 선원의 지연스러 g 

은 보여주는 점에서 콜라(Rosalic C이 1C)는 이 작품유 ‘ 한마디로 받하 

여 양{shccp)에 관힌 극”이라딘 간1성하새 평힌다 17) 극유 주노하는 로 

살런느(Rosalind)는 실리아(Cclia)와 타치스톤 (Touchslonc)과 힘께 아는 

소에 당노하여 맨 먼시 목동 닌런(Corin)은 만나시1 된다 '!.린은 비록 

사영의 딛양사기 이년 샀군 딛사이기L 허시민 목사의 ←임을 승심 

히 이행히이 목 양의 관계를 숙시히jI_ 있L 정싱 석인 뜩동이디 

코린은 니인의 행복을 기삐히 _iL， 사선에게 히1기 와ç. 개의지 않으 

"1 , 사신의 직엄애 긍시틀 시년 인물이디 그L 사신의 임무기 무엇 

인시 ç. 잘 파악히jI_ 있디 그L 무잘린드와의 대화애서 주언을 비난 

8]-_iL 시싣상 뜩사 생활을 포기한 변진되 목동 싣H1 ?스(Silvius)의 위 

션에도 일침을 가한나 _ r 의 자얘 성선은 노산렌F도 하여균 복싱을 

매입하게 만든나 아E 숲은 이세 용시외 회애의 복자~ 새 수인으도 

맞이한 깃이나 _ r 러나 이 세게는 행벽만이 깐지재하는 이싱향이 아니 

나 셰익〈피어에 있어‘ 이러한 양면생이 녹색 세게의 아이러니도 나 

](i) Meeker. ~O-~l여 
17 I llarold [lJOOlll, α1， W.μωm Shakespeare: As }" ou Like It (_:.. C\V Y ork 

Chelse8 House, lS 생 1, .19쪽 



셔익스피어의 희극에 나타나 자연관 

니난디 

‘ )'F. 
,-"-,,, 

허시낀” 이이한 히1걸은 돈이 낀시틀 헤걸81--~ 닙진 만능의 세계이 

디 숲은 돈을 기진 무잘린드 일행의 듀권을 8 시시켜준디 이 L 공 

작일행이 요방61 ;_: 이상적 삶의 형태기 매우 HI 현싣적임 을 잘 밀히1 

수고 있나 사심 자연븐 인간에게 이융배반직인 양면을 샤지고 있나 

자연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파 자신파 타인에게 신실된 것이 부엇인 

시를 인시한나는 점에시 긍정식이나 자인F 생동~l 있고， ~검이 없는 
내변의 시준이나 하시만 자인꺼 또힌 두마스 흡스;1 “사인싱대’에시 

본 갓서빈 이 /1 심， 착인댐， 무정?싱대를 인사힌냐는 겸에시 ?정직이 

다 자연은 인산의 ， 1，상함음 파멸시킬 수 있뉴 섯음 대표한다 lR) 

지연계의 만묻은 날정적인 연파 부정적인 변유 강유하변서노 나름 

의 유기체적 작동원직P로 지체적인 새생 능력은 통하여 우리에새 

삶의 원리를 가E 친다 「뜻내로 하셔요]에서 냉소주의지 제이'I{A， 

(Jaques), '십이야4 에서 밀딛 t랴 9α1alvolio) ， '태풍4애서 안r;:니 9 

(Antonio)와 셰비스찬(Sebastian) 둥은 선파 사연의 은민한 g 성을 서 

부히jJ， 진서에 역행 81--~ 사들이디 허시만 이들~_ -?라 사회의 일윈 

이이 이들을 포 g gl 준비기 되이 있이야 한디 

공작은 맘명히여 이든 숲에서 칩서히면서 사연애서 인간의 ç_i:랴틀 

멍jJ， 배운디 그에게 이든 숲은 화압의 장이(1" 삶의 시침서이디 히 

지만 이러한 이싱세게는 견코 이 「어지지 않는나 아E 숲은 천국이 

끼 하지만 외벽한 천국은 아니나 겨응 u}힘의 자샤운 매시움이 고 

통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엄연히 ;.:-재하는 곳이나 아E 숲은 까F너 

의 만대도 “자연의 볍직이 사라지고‘ 싱미에시 가시가 없어친 l 런 

싱소는 아니나’ 19) -ò- 성의 비성안이 이 숲 속에도 〈며 --':::::=-0어 녹아 있 

18) Earl J\Hner, ed. Restoration Dramαtists íEnglewood Cliffs , NJ 
PrenLice Hall. ]이i(i) ， 10꺼 

101 Thomas McFa:rland, 싸ιlkesι earefs PaswrαI C 니Itn.eclv (Chaμclllill:U 
01 :\01th CaroliI18 p , 197ë), 102쪽에서 재 ~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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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따마서 이 숲애 존재 6] ;_: 사연의 위힘은 현싣파 전국의 중긴이미 

딛 수 있디 우리버기 우랜?와 만난 일애 대해 밀히듯 이 세계~ 

‘그 시란의 딛애 번썩거리L 퍼런 뱀이 감서 있았시 9 이 정그런 뱀 

의 머랴기 사L 사람을 헝히1 디기서L 순간 옥랜ç.기 니니니사? 이 

밴은 꿈늘꿈늘 념불 속으노 브어갔지요’ (4.3. 106-112) 할 만김 위험 

이 도사마고 있는 곳이나 밴이 사힘의 복솜을 노마고 엄사자가 념 

볼 속에 봄을 승시고 사힘의 농내F 섣펴는 세게이나 이 숲이 이싱 

적인 자연의 세게가 아니라는 점은 세이퀴즈F 통해시도 산 퓨현핀 

나 J는 햄릿지럼 모E 삶의 현싱에 대해 의문을 세시하고 이싱직인 

인간의 행동괴 비교하는 분세 세시행의 인뮤이나 밴괴 엄사자의 언 

납은 이 곳이 지연 상태의 남정적인 변과 부정적인 변이 공손하논 

곳임은 잠 맏해준다 극의 겸받은 획실하새 이 극의 세계가 딘두를 

포용하는 이상향이 아닌유 보여준다 왕위를 잔탈했닌 공작은 세상의 

영화를 버리딘 수노원P로 떠나며 틴는 임에 회의적인 제이퀴 4노 

화협의 장에 침여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이렇새 두 언묻유 화협 

의 산치에서 제외시키는 서디쓴 어조를 가미하변서 미극의 경지에 

이므L 데” 이 L 그의 이후 작응애서t 그이히디 20 ) 셰익스파이의 사 

연은 시간을 초윌 6] ;_: 공간ç. 이니이 늙시 ç. 죽시T:;""-.. 않~ 낙인 

(Arcadia)π 이니디 걸흔으무 미무리 6] ;_: 걸밀은 재생? 측재? 번식? 

세대 잇 계급간의 화압 등을 암시한디 비이성석으무 또L 비현싱석 

으무 화압을 강주함은 이 세상이 긍정 석이-"- 션의에 의해 유직일 수 

있디 L 전 을 강 주8] . .i1_ 있디 21) 

t한 여h 밖의 꿈』에시 아베내의 볍괴 권위까 감능을 야시하는 반 

면， 아비내의 숲은 사댐의 마술을 통해 용시외 회애의 분위시까 압도 

안을 보았고 [뜻대노 하셔요』에시는 도산렌괴 올란도의 견혼을 통해 

시 새노운 죄시의 장출을 보여수지~l-. 이러한 카니밤직 세게는 새도 

~O) Ihid .. l~l 

21) O. ß. [[,llTliSOIl. Jμ “Log.ic V crsus TIIC Slovl디미 W이.ld in Shal ... cspcärcan 
Comedy," Shc.ιk:eS{Jeare Quarterl.v, .31-.3(Amumn 1980) , .311- .322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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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서에 멍디 인간석인 내 g 을 팀은 8 연히jI_ 웅9 무운 미떼를 팀 

멍한디 셰익스파이 희극파 무맘스의 난본적인 정선이 g 서와 화히1이 

기 때문이디 『뜻대무 허시 ii.d 의 경우에L 사연이 와벽한 이상헝은 

이니며 하시마t 니름대무 너불이 시 L 삶을 형성거1 τ모함으무써 

식가의 공생직 삶의 펀요생괴 자연의 소회에 대한 생삼이 난겨있는 

반면에， 비극의 깅우 자연이 혼란에 지해있유을 자수 F러넨나 「피 

어왕，(κing Lear)어1시 금노λ터(Gloucεstεr)는 사회의 혼란이 천지1에도 

반영되었나고 만한나 “죄근에 있었던 일식괴 월식븐 우마엑 좋은 

정소가 아니나 인간의 이생이 이 엔심듀의 연유F 섣멍하지만 우리 

는 언세나 이런 깃E이 재난을 몰고 오는 깃을 깅헌한나 사덩이 식 

는다는가， 우정이 사라지고 형제늘이 갈라서딘 노시에서는 반린이 

생기민， 카가간에 건호+가 생기고 맏이다C"리어왕기 1. 2. 106-112) 그 

러나 우리가 살펴본 내로 희 극 은 지 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헝상 전제 

된다 

프라이가 주장하듯 희극은 가능힌 많은 사담은 그 사회 속에 침여 

시킨다 문제가 있는 사담노 추방하기보다는 화해하딘 11 성원。로 받 

이들인디 희극은 희생양끼시? 수 @81 시민 비극은 그들을 폭무8]-_i_!_ 

배칙한디 22) 그에서 표며이 L 셰익스파이의 희극을 “녹색세계의 희곡 

drama of the green world ’이미jI_ 칭한디 녹새의 세계 L 웅9 의 세계 

이면서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이디 정상석인 세계에서L 부사연스 

이운 일들이 기능한 세계이이” 기적간은 ←생력이 있L 세계무서 횡 

무시적 세계애 대한 삶의 승랴틀 강주 61 ;_: 것이디 두 작단 모두 사 
연， 즉 숲이 사힘간의 감능괴 불회 F 지유하는 견만을 샤져왔나 하 

지만 회함을 싱소하는 이러한 견만은 심세노는 쉽지 않븐 비현심적 

인 깃이나 나반 식샤는 우미 인간의 까능싱의 폭을 너 7 좁히지 만 

고 넓히 깃을 요구하는 지도 꼬브겠나 부자연λ러웅 성도도 식위직 

인 견만은 현섭김이 띤어지는 깃도 사심이나 인간의 이싱으보는 해 

22) Nortlu'OIJ [<'1γC， The .A.nawmy of C'ritic--Îsm (PIinccton: PrillcctOll UP, 
1957), lG，1-Gõ쪽 



‘~bi 

걸 또七 션멍이 되시 않늠 젓이 이 세상임을 ?리에게 딩여준디 이 

1:' 1한 전에서 햄릿이 밀→ ;;;1듯 세상일은 이떠한 일이 생기더이 ç_ 미읍 

의 준비기 제일 중}I.한 것이디 재이퀴즈기 밀히듯 이 세상은 무대 

9 ‘ 우려 연간은 배 ?에 불파하기 때문에 캠허한 nl음-으핀 다사를 수 

용하고 더불어 섣 줍비듬 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타난 자연관 229 

참고문헌 

Bacon, Francis. The Philosophical Works of Francis Bacon. Eds. 

Robert Leslie Ellis & James Spedding. 1905 rpt. Freeport, 

NY ’ Books for Libraries Press. 1970 

Barber, C. L. Shakespeare ’'s Festive Comedy. Princeton: Princeton UP, 

1972 

Berry, Ra1ph. Shakespeare ’'s Comedies. Princeton: Princeton UP, 1972 

B100m, Haro1d, ed. Williαm Shαkespeare: As You Like 11. New York: 

Che1sea House. 1988 

Brad1ey, Sculley. The Americaη Tradition in Literature. New York 

Grosset & Dun1ap, 1967. 

Ca1derwood, James L. A Midsummer Night ’'s Dream(Twayne ’s Critica1 

lntroductions to Shakespeare). New York: Twayne, 1992. 

Coghill, Nevill. Shakespeare ’s Professional Skills. Cambridge 

Cambridge UP, 1965. 

Dean, Leonard F. and other. Shakespeare ’'s Tweljth Night. Boston: 

Allyn and Bacon, 1965 

Eag1eton, Terry. Williαm Shakespeare. Oxford: Basil B1ackwell, 1986 

Evans, G. B1akemore. The Riverside Shakespeare. Boston: Houghton 

Mifflin. 1994 

Freedman, Barbara. St，α'ging the Gαze:Postmodernism， Psychoαnalysis 

and Shakespearean Come찌y. Ithaca: Comell UP, 199 1. 

Fuller, Edmund. ed. 1nvitation to Shakespeare: As You Like 1t. New 

York: Dell, 1968. 

Hardison, O. B. Jr. “Logic Versus The Sloven1y World in Shakespearean 

Comedy," Shakespeare Quarterly. 31-3(Autumn 1980). 



2:-{0 

Mains‘ Christopher. “Nahlfe and Science," πle EcocrWcism Reader. 

Eds. Cherv 11 Glotfeolt、 & Harold Fromm. Athens: U. of 

Georgia Press‘ 1996 

Manggan, Mangan, A Preface to Shakespeare's Comedies 1594-1603 

London: Longman, 1996 

McFarland, Thomas. Shαkespearε~I' PαI'toral Comedy. Chapel Hill: U. 

of‘ NOrùl Carolina Press, 1972. 

Meeker, Joseph W. l 'he Comed)’ o.f ‘S’'urviv，α1: Swdies in Lilεrmy 

￡’ω10원ι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2 

Miner. Earl. ResloralioJ1 Dramatisμ’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966 ‘ 

Palli scr‘ D. M. The Age of Hlizaheth ‘ Hngland under the J.atel‘ 

Tudors. Harlow: Longman, 19R3 

Taylor, Ed、vard William. Nature and Art in Renais‘w nce Uterature. 

Nc、Ii York ‘ Col umbia U. Prcss, 1 <)64‘ 

Torrancc, RobcrL κ1. Ed. Fncompαssing l'\,'ature: A Source Rook. 

Washington, DC: Counterpoint, 1998 

Vicker“ Brian. Appropriating Shakespeare‘ COl1temporary Criticαl 

Quαrrels . Ne、N Haven: Yale U press,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