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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버닝햄의 마법침대: 
초기 전이대상과 물활론을 통해본 

전조작기 아동의 환상적 판타지를 중심으로

이   영   준

(한남대학교)

Lee, Youngzun. “John Burningham’s The Magic Bed: On the Illusive Fantasy of Children in the Period 
of Preoperational Stage in Terms of Primary Transitional Object and Animis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2 (2017): 199-218. For those children who are in the period of preoperational stage, their 
dreams and fantasies vividly emerge as real things to them. In their intuitive belief, inanimate objects are 
received like as those human beings who are living and speaking. They frequently make such illusive 
fantasies of their own world  through their egocentric mind and animism. In The Magic Bed, Georgie has 
a magic bed which insinuates the absolute fulfillment of his inner wish and desire. For his illusive fantasy, 
his magic bed occupies the Imaginary place of an ‘object a.’ As a transitional object, it projects a 
transitional phenomenon to the lack of his mind, while Georgie’s illusions are constructed through the magic 
bed. In fact the bed is a kind of movie screen where his wishes and desires are illusively materialized. This 
potential area locates in the ‘middle playground’ between his inner psyche and the presence of his mother. 
However, as he begins to meet his friends and play with them, he becomes realistic, gradually having his 
‘perspective taking’ and understanding the social ways of the real world. (Hannam University) 

Key Words: illusive fantasy, the period of preoperational stage, primary transitional object, perspective 
taking, egocentr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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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합해져서 역동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전개시

킨다.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그림이 “글을 반영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

를 만들 수 있는 시각적 정보”(Russell 92)를 제공해주는 “서사적 시각예

술”(narrative visual art) (Lewis xiiv)이다. 이런 그림책들은 “글과 시각적 이미

지”가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통찰력과 지혜가 담긴 “미학적인 총체성”(aesthetic 

wholes) (Sipe 4)을 그려내기도 한다. 성인 독자들조차도 “철학적 사유”와 같은 

“깊은 생각” 에 빠지게”(Haynes & Murris 8)하는데, 이러한 수준 높은 그림책

은 단순히 아동들만을 위한 예술작품이 아니다. 

전문화가 못지않은 그림책 작가들은 다양한 색감과 선, 정교한 형식과 형태 

그리고 독특한 기법과 방식으로 이야기를 그려낸다. 특히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마법침대(The Magic Bed)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들어있다. 

파스텔 톤의 섬세한 색과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듯한 소박한 그림들은 환상

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롭기까지 하다. 요정들이 나오는 꿈속 같은 몽롱한 노란빛

의 세계, 살아있는 듯이 흐느적거리는 밀림의 어둡고 검붉은 하늘, 넘실되는 연

분홍빛 하늘과 안개가 낀 흐릿한 바다 등을 보여주는 그림들은 색채에 빛의 밝기

를 더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구현해 낸다. 영국의 유명 화가인 윌리엄 터너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가 수체화로 그려낸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버

닝햄의 그림들은 주인공 아동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마음”(Noddleman 59)을 

세련되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다. 

마법침대는 그림들을 통하여 아동들의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심리적 내용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려낸다. 이 그림책

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보여줌으로

써 진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동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마

법침대와 환상적 판타지(illusive fantasy)를 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심리적이

고 교육적인 내용”(Nikolajeva & Scott 5)을 반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아가 

겪는 초기 전이현상(primary transitional phenomenon), 전조작기(the period 

of preoperational stage) 아동의 자기중심성(egocentricism) 그리고 물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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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ism)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과 사고방식들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

기를 통하여 아동들은 전조작기에 속한 주인공 조지(Georgie)가 성장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과 정서적 문제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법침대는 침대를 타고 떠나는 환상여행을 통해 조지가 물활론과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나 사회화에 필요한 조망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그가 현실세

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초기 전이현상

과 전조작기 아동의 속성인 물활론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며, 제 3장에서는 아동

들이 보여주는 환상적 판타지의 심리적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장에

서는 마법침대가 보여주는 환상적 판타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제 

5장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상상적 판타지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II. 초기 전이현상과 물활론 

그림책 마법침대에는 조지라는 어린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마법침

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침대와 관련된 이 그림책은 조지가 자신이 유아시절

부터 써왔던 아기침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기침대는 엄마에 대한 지극한 애착과 사랑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물품이다. 마법침대는 조지라는 아동이 보여주는 침대에 대

한 맹목적 갈망과 그 심리적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그림책의 표지에는 연노랑색의 침대위에 이불을 덮고 호랑이와 함께 노란

색 셔츠를 입은 조지가 누어있는 그림이 나온다.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조지는 호랑이와 함께 다정히 침대에 누어있다. 아동의 환상을 보여

주는 이 그림 속에서 그는 마치 엄마의 품안에 안겨있는 듯이 행복한 표정을 짓

고 있다. 조지는 아직 엄마가 그리울 나이지만 그래도 엄마대신 친구인 호랑이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 엄마로부터 분리과정을 겪은 조지는 아직 자신의 

확고한 자아와 심리적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아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어리

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귈 정도로 성숙한 나이도 아니다. 이런 연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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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실세계보다는 자신의 환상적 판타지를 즐긴다.

일상적으로 유아에게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이 주어진다면 아이는 자신이 엄마

고 엄마가 자신이라는 ‘마법적인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엄마에게 충분한 애정

과 사랑을 받아온 아이는 “엄마에 대한 마술적 통제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를 

“전능감”(ominpotence)이라고 부른다”(Winnicott 63). 엄마 혹은 엄마의 젖가슴

과 하나라는 ‘일체감’이 아이의 무의식속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

이에서 형성되는 이 마법적인 ‘일체감’과 ‘전능감’은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시작

되는 기반이 되는 환상의 영역 속에 존재한다”(Winnicott 19).1 아동심리발달 관

점에서 보면 조지는 아직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 아

동처럼 보인다. 

생후 15개월이 지나면 유아에게 자아(self)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어린아동은 생애의 최초로 심리적 위기상황

을 겪게 된다. 부모와의 분리에 의한 정서적인 어려움과 이에 따른 두려움과 공

포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어린아동은 자신이 겪는 불안문

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담요, 인형, 장남감 등과 같은 외부의 대상들과 밀접한 관

계를 맺게 된다. 이때 아동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물건들을 ‘초기 전이대

상’(primary transitional object)이라고 부른다. 어린아동들이 이들 대상들에게

서 엄마의 실존을 느끼고 엄마와  동일시하는 행위를 ‘초기 전이현상’(primary 

transitional phenomenon) (Winnicott 5)이라고 한다. 분리과정을 겪은 후 어린 

아동들은 엄마에 대한 ‘일체감’과 ‘전능감’을 상실하고 분리불안심리에 따른 커다

란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초기 전이대상은 어린아동들이 겪

는 정서적 위기상황에서 “어머니가 부재할 때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위

안을 주고 달래주는 기능을 수행한다”(LaMothe 161). 

이렇듯이 초기 전이대상은 아동들의 심리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

지가 사용해왔던 아기침대도 엄마의 현존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키는 대체물로 초

기 전이대상의 역할을 한다. 조지가 침대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엄마만큼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정서적 유대감”(Berk 419)을 느끼기 때문이다. 

  1 사랑과 애정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면 아이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라는 확고한 환상인 ‘전능감’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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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가 형성되면서 점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조지에게 아기침대는 엄마와

의 ‘일체감’과 완벽한 교감과 같은 ‘전능감’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물

건이다.2 물론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은 유아의 자기중심적인 환상적 판타지에 불

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믿음은 유아가 ‘존재의 연속성’을 갖고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하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기반이다. 그러므로 침대와 같은 소중

한 초기 전이대상을 버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감’나 ‘전능감’을 손상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조지가 아기침대를 통하여 엄마와의 ‘일체감’과 ‘전능감’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전조작기의 아동들이 지닌 특수성이 깔려있다. 피아제(Jean Piaget)

에 따르면 2-7세 사이의 아이는 전조작기에 속한다. 조지가 속한 4세~7세는 전

조작기 후반기에 속하는 직관적 사고단계(the intuitive stage)에 해당한다. 자기

중심성에 기반을 둔 직관적 사고단계는 대상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과정이 결핍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기도 하다. 이 단계의 

아동은 “자신의 직관과 감각을 통해 자신들 주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

움을 받기”(Russell 30) 때문에 이러한 아이의 행동은 “논리적인 사고의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노출된 자극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에 의하여 결정되

는 아동의 [감각적] 사고과정”을 보여준다.3 이전 단계 보다는 약하지만 이 시기

에는 자기중심적(egocentric) 성향이 지속되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물

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마법침대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지는 대략 6-7세의 아동으로 추정된다. 유

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다. 마법침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조

지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침대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했는데, 그런 밤에는 돌고래랑 [바다에서] 수영을 

한 날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조지가 꿈속인줄 모르고 실수로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뜻이다.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조지가 6세에서 7세에 도달하여 8

  2 이는 초기 전이대상이 유아에게 엄마의 몸처럼 “그 자체로 생생히 살아있음 혹은 실제

성”(Winnicott 7)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http://www.dictionary.com/browse/intuitive-stage. 14 November 2016. Web. 16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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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도로 성장해가는 아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법침대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은 전조작기 아동이 지닌 심리적 반응과 사

고방식을 보여준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고 오줌을 쌌다는 조지의 말은 전

조작기에 속한 그가 현실적인 추론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는 인지

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로 그가 현실과 환상(혹은 꿈)을 명료하게 구분

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오줌을 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조작기에 속한 아동인 조지가 보여주는 물활론

(animism)적인 세계관 때문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조지가 속한 ‘직관적 사고기’

는 아직 구체적인 언어사용과 조직적인 사고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감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사물들

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감각적 판단에 의한 즉각적인 사고와 다소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들은 환상과 현실을 종종 혼동하기도 하며, 오히려 조지처럼 

종종 환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한 직관적인 사고로 인하여 아동들

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생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Santrock 181)고 믿는 물활론을 신봉한다. 전조작기의 아동들

은 조지의 상상적 판타지처럼 사물들이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람처럼 살

아있는 생명의 특징인 “생각, 소망, 감정과 의도”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Berk 236). 

이러한 물활론적인 환상은 이직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조지와 같은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경향에서 발현된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전조작기 아동들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관점들

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아동들은 조지처럼 아직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론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동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밖에 모르는 경향을 종종 내보이기도 하는데, 이러

한 이기적인 행위는 그들에게 현실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결핍되어 있고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아동들의 직관적 사고는 논리법

칙이 아닌 감각적인 통찰로 이해한다. 

마법침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전조작기 아동인 조지는 인지발달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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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인지발달에 어울리는 사고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

보다는 환상적인 “판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Russell 30). 그러므로 조지

의 경험을 통해 보여주는 초기 전이현상과 전조작기의 물활론적인 세계관은 그의 

환상적 판타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III. 환상적 판타지의 심리적 구조 

마법침대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침대가 나온다. 먼저 

조지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으로 어린 시절부터 곧 줄 써왔던 애착이 담

긴 아기침대가 있다. 1 페이지에 보면 조지의 어깨까지 거의 와 닫는 창살처럼 

보이는 테두리가 3면에 쳐진 아기침대 위에 그가 서있는 그림이 나온다. 성장한 

조지를 바라보며 엄마는 “이제 이 침대가 너에게는 너무도 작아졌구나, 조지”하

고 말하면서 새 침대를 사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초기 전이대상들을 바꾸거나 변형시키게 되면 “유

아가 가진 애착심에 대한 지속성을 깨뜨리게”됨으로써 “초기 전이대상들 속에 잠

재되어 있는 아이가 품은 의미와 가치가 파괴 될 수 있다”(Winnicott 1971, 5)는 

사실이다. 즉 유아의 내밀한 감정과 정서가 담긴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해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지는 자신의 내적인 정서를 다른 외부대상

으로 전이하고 대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침대를 바꾸라는 엄마의 

요구를 저항 없이 받아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엄마에 대한 애착

과 추억이 담겨있는 아기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지기가 싫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조지가 사용해 왔던 아기침대의 테두리에는 노란 황금색이 둘러져

있고 그의 셔츠와 엄마의 머리도 똑같이 노란색이다. “전통적으로 노란색은 아동

들의 책에서 유쾌함을 상징”(Nodelman 61)한다. 노란색은 밝은 희망, 위안, 마

음의 평화, 꿈결 같은 몽롱함 등을 나타내는데, 침대뿐만 아니라 조지의 셔츠와 

엄마의 머리가 다 같은 황금빛의 노란색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아동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노란색은 어린 병아리를 연상시켜준다. 이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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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물품들은 형태와 모양 그리고 쓰임새는 달라도 동일한 정서를 표상하고 있

다. 노란색을 통하여 조지의 소망, 아기침대와 엄마는 마치 상호간에 심리적 전

이가 이루어진 듯이 모두 한 동일점을 지향하는 듯하다.  

조지는 아빠와 함께 침대를 사러 시내로 가게 된다. 그러나 조지는 새 침대 대

신에 골동품 상점에 가서 오래된 침대를 선택한다. 사실상 조지가 이 골동품 침

대를 사게 된 이유는 이 침대가 마법침대이기 때문이다. 전조작기에 속한 조지는 

마법이라는 말에 커다란 흥미를 느낀다. 현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는 그에

게는 현실세계는 감당하고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도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실은 조지의 인지적 사고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지

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마법적인 힘이 절실하게 필

요하다. 

조지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법이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골동품 상점 주인은 “‘이 침대를 가져온 부인이 이 침대는 마법침대이며 

이것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해 준다. 부인이라는 단어는 

조지에게 엄마를 연상시켰을 것이며, 더욱이 엄마의 체취가 묻어있을 뿐만 아니

라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가게 해주는 마법침대는 조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

았을 것이다. 이 골동품 침대는 엄마에 대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환상을 무의식

적으로 불러내주는 초기전이대상으로 전환된다. 조지는 이 침대가 지닌 마법으

로 유아시절에 가졌던 엄마와의 ‘일체감’과 ‘전능감’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고 싶

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마법침대는 그저 신비로운 골동품이 아니라 유아기에 느꼈던 엄마의 현존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주는 초기 전이대상으로 작동한다. 즉 엄마의 실존을 현현(顯

現)시켜주는 물건으로 대치된다. 애착대상인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조지는 이 

시기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조지는 초기 전이대상을 통하여 심리적인 “공백”(gap) (Homer 84)을 메

우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를 라캉(Ja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

탕으로 분석한다면 초기 전이대상인 침대는 조지에게 일종의 “백지 표면, 즉 그

의 [소망과] 욕망이 [환상적으로] 투사되는 일종의 영화 스크린으로 작

동”(Žižek 8)한다. 조지의 내면적 욕구와 간절함이 마법침대라는 초기 전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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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환상적 판타지로 투사되는 것이다. 엄마와의 ‘일체감’과 ‘전능감’에 대

한 간절한 소망들이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변하여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욕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지가 소유한 골동품 침대는 그의 환상적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투사

되는 잠재적 공간이다. 조지의 “내적결핍이 투사된” 침대는 엄마와의 합일을 성

사시키고 ‘전능감’을 부활시키며 “환상을 발출시키는”(Lacan 1982, 48) 마법적

인 매개체가 된다. 라캉의 용어를 빌리면 침대는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를 불러일

으키는 ‘대상 아’(object a)로 그의 소망과 욕망이 투사되고 발현되는 구멍 혹은 

공백이다. 엄마의 젖가슴으로의 회기와 합일을 향한 무의식적인 충동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근원적이고 오래된 형태의 [원초적인] 욕망” (Lacan 1992, 94)이다. 

이 원형적 엄마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환상이지만 인간에게 “완벽한 총체

감을 주는 것으로써 상실되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하는”(Coats 81) 욕

망의 원인인 ‘대상 아’의 기능을 수행한다.4 ‘대상 아’로 대치되는 마법침대를 통

해서만 조의 환상적 판타지가 작동되고 그 생생한 현현이 가능하다. ‘대상 아’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열정 [과 욕망]의 원인” (Lacan 1992, 97)으로 조

지에게 작동한다.5 그러므로 초기전이대상인 동시에 ‘대상 아’인 마법침대는 조

의 환상적 판타지를 구현시키는 심리적 원천이다.

조지는 침대를 닦다가 희미해진 문구를 발견한다. 침대에는 “멀리 여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글

자가 보이지 않는데, 첫 글자는 엠(M)으로 시작하고 와이(Y)로 끝나는 듯이 보였

다. 그날 밤 조지는 침대에 누어서 기도를 한 다음 그러한 단어들(“money, 

matey, mummy, murky, molly, mandy, milly, messy, minty, mousy. . .”)을 

중얼거린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밤에 조지는 마침내 

마법의 주문을 외운 후에 환상여행을 떠나게 된다. 마법의 단어가 무엇인지는 그

림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엠(M)으로 시작하고 와이(Y)로 끝나는 단어에는 엄마

  4 보다 상세한 설명은 Lee, Youngzun, “On the Desire and the Imaginary Fantasy in Peter Pan 

and Wend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2.4 (2016)를 참조 할 것.

  5 원초적인 엄마로 표상되는 ‘대상 아’는 “자신의 일부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데 태어나는 순간 개

인적으로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실한 심층적인 대상을 상징”(Lacan 1977, 198)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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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y)가 있다. 조지는 솔직하게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

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소리 내어 외쳤을 것이다. 이러한 조지의 무의식적인 갈망

과 욕구가 그의 환상적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근원적인 동력이다.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는 어린 유아가 엄마와 ‘일체감’을 느끼고 ‘전능감’을 가

지게 되는 심리적 구조와 유사하다. 사실상 유아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일체감’과 ‘전능감’은 자기성애적(narcissistic)인 환상이다. 이러한 초기전이현

상은 마치 거울 속에서 유아가 자기모습을 발견하고 희열을 느끼고 이 이미지와 

합일을 이루는 거울단계(the mirror stage)의 ‘상상적 과정’(the Imaginary 

Process)6과 매우 유사하다. 거울단계에서 유아는 자아의 이미지를 발현시키고 

이 환상과 자신을 동일화시킴으로써 “이상적 자아”(ego ideal)를 형성하게 된다

(The Ecrits 2). 유아가 거울단계를 통하여 구조화된 환상적 주체인 에고(ego)가 

자신의 ‘일체감’과 ‘전능감’을 획득하듯이, 조지는 환상을 통하여 자신과 침대사

이에서 엄마에 대한 “마술적 통제의 경험”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듯이 초기 전이

현상을 통하여 엄마에 대한 ‘일체감’과 ‘전능감’이라는 자기중심적인 환상적 판타

지가 조지의 마음속에서 구축된다. 

사실상 유아가 느끼는 ‘일체감’과 ‘전능감’은 그와 엄마사이에 존재하는 “잠재

적 공간”(Winnicott 64)인 일종의 “중간 놀이터(intermediate playground)” 

(Winnicott 63)에서 만들어 진다. 이 중간놀이터는 유아의 “내부의 심리적인 실

체와 외부세계”(Winnicott 62 & 7) 혹은 아이의 속마음과 엄마의 실존이 결합된 

절대적인 장소로 환상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잠재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중간 놀

이터는 “내적 실재와 외적 실재사이의 영역으로 아이들이 환상적으로 머물면

서”(Caldwell & Joyce 100) 엄마와 완벽한 관계를 맺는 장소이다. 초기 전이대

상인 조지의 마법침대는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

는”(Phillips 119) 중간놀이터로 기능을 하는데 이곳은 그의 환상적 판타지가 만

들어지고 구체화되는 잠재적 공간이다. 엄마와 ‘일체감’을 느끼고 ‘전능감’을 회

복하려는 조지의 소망과 욕망이 마법처럼 환상으로 변하여 중간놀이터인 침대를 

통하여 투사되고 투영되기 때문이다.  

  6 라캉의 ‘상상적 과정’은 거울단계에서처럼 환상과 합일이 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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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환상적 판타지의 중요성

조지는 마법침대를 살아있는 친구처럼 여기는데 그의 물활론적인 생각과 사고

는 자기중심적인 속성에서 나온다. 아직 어린 조지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로 혼자

만의 환상 속에 몰입해있다. 조지는 마법을 믿고 있으며 평범한 침대를 마법침대

로 변신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이 침대를 타고 환상여행을 즐긴다. 

첫날밤에 이루어진 조지의 첫 번째 환상여행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침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나타난

다. 이 물활론적인 환상적 판타지는 매우 사실감 있고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조지가 장차 이런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미래를 암시한다. 조지는 현실세

계인 도시에 대하여 거부감을 내보이며 두려움도 느낀다. 이 황량한 도시는 어려

움과 고난을 예상하게 하는데 아직은 조지가 다가 갈 수 없는 멀고 먼 나라이다. 

그림을 보면 침대가 떠있는 하늘 위는 흰색 구름과 노란색 빛으로 그려져 있

지만 그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아래의 풍광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짙은 회

색에 가까운 검은 구름들이 드리워져 있고 이 찌푸린 하늘 아래 저 멀리에는 공

장 굴뚝과 교회 첨탑이 음울한 도시가 배경으로 나타난다. 조지가 내려다보는 도

시의 풍경은 쓸쓸하고 삭막하다. 찌푸린 하늘처럼 검은 회색의 스모그로 둘러싸

인 채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과 거리를 가득히 채우고 줄 서있는 자동차들이 보인

다. 작은 노란색 창문들과 가늘고 긴 주황색과 붉은색의 선들과 그리고 녹색의 

숲들이 사이사이에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풍광은 황무지를 연상케 

한다. 조지와 같은 전조작기의 아동들은 이러한 도시가 표상하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충족이 불가능한 소망과 욕구를 마법을 통하여 충족시키려는 성

향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거부감을 불러오는 삭막한 도시의 풍광은 사라

지고 몽롱한 꿈결 같은 환상의 세계가 마법처럼 나타난다. 도시의 풍광은 모두 

사라지고 은은한 연노랑 빛이 감도는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흰색 배경을 뒤로하

여 큰 나무가 왼쪽에 서있고 나무아래는 세 마리의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 나무, 양 그리고 풀밭은 검은색 연필로 그려져 있고 이들의 주변은 연노랑 

색으로 그려져 있다. 평화로워 보이기는 하나 재미나 흥미를 불러내지 못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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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루한 그림이다. 조지의 모습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환상

적 판타지는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 그는 먹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세 번째 환상여행을 담은 그림에는 동화같이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져 있다. 

요정들과 난장이들에 둘러싸인 채 침대 위에서 책을 읽어주는 조지의 모습이 한

층 더 진지해 보인다. 조지는 이들 동화 속의 인물들과 함께 책 읽기를 즐기는 

것 같다. 검은 색이 섞여있지만 이 꿈같은 장면은 은은한 노란색으로 가득하다. 

붉은색의 산타크로스 모자와 고깔모자를 쓴 난쟁이들과 날개달린 요정들 그리고 

토끼 한 마리와 등불을 든 난쟁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꿈결 같은 장면은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투영된 환상적 판타지이다. 엄마의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서 잠이 들곤 했던 기억을 재현한 것이다. 요정과 난쟁이들이 침대 옆에 모여 조

지가 읽어주는 책읽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조지가 마치 이들 친구들에 의하

여 엄마 품에 안겨있는 듯 한 착각을 하게 한다. 조지는 동화속의 주인공인 마냥 

안락함을 만끽하고 있다. 이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도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자기충족적인 환상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지의 환상적 판타지 속에는 그의 무의식적 욕망과 소망이 극대화 되

어있다. 난쟁이들과 요정들은 그의 무의식적인 충동이 만들어낸 꿈속의 초기전

이대상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조지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의 현존을 대치시킨 자기성애적인 환상이다. 무

의식인 힘에 의하여 “왜곡되고 감추어져있을지라도. . .[꿈속에서는] 인간의 본

능적인 소망들이 충족된 채로 드러난다”(Ellman & Feidelson 572). 이러한 조

지의 환상은 “응축”(condensation)7과 “대치”(displacement)와 같은 꿈의 논리

작용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진다. 유아시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일체

감’과 ‘전능감’이 난쟁이와 요정들과의 다정하고 친밀한 환상적 실체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응축되고 대치되어 나타난다.

이튿날 밤 조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두 번째 환상여행을 떠난다. 이날 밤의 환

상여행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길 잃은 호랑이를 어미 

  7 “As a result of condensation one element in a manifest dream may correspond to a 

number of elements of the dream thoughts”(Ellman & Feidelson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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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에게 되돌려주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 이야기는 해적의 보물을 훔쳐 그들

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환상적 판타지들은 조지가 지닌 전조작기

적인 특징과 성향들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호랑이를 달래주고 침대로 대

려가 친구처럼 함께 누어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이 어린 호랑이를 그

의 집으로 데려가 돌려주고 나서 호랑이 가족에게 감사와 답례를 받는 그림이 나

온다. 조지의 이런 착한 일에 대하여 “어미 호랑이가 무척 즐거워했다”고 서술되

어있다. 조지의 선행은 엄마의 칭찬을 의식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 장

면에서 길 잃은 호랑이는 어린 조지와 대치되고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

어져야만 하는 그가 느끼는 분리불안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응축하여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어린 호랑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은 자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에 이와 동일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충족적인 욕망이 변형되고 대치

된 환상적 판타지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 여행에서 조지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훔치고 달

아난다. 그는 바닷가까지 추격해 온 해적들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탈출 하는데 성

공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두려운 느끼게 하는 영원한 악당들 중의 

하나는 후크선장으로 대변되는 해적들이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조지는 이

제 조금은 위험하지만 신나는 모험을 해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

리고 해적들의 보물을 훔치는 조의 대담한 행위는 그의 자의식이 반영된 환상적 

판타지라고 볼 수 있다. 해적과 조우하고 이들의 보물을 훔치고 달아나는 환상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이제는 조가 현실세계를 조금이나마 받아

드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전을 심리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8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에 조지는 마지막 환상여행을 떠난다. 이

번 여행은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만큼 조지의 변화된 태도

와 행동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돌고래를 타고 바다에서 노는 장면과 장거리 여

행에 지친 기러기들을 도와주고 마녀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경기를 하는 이야기

가 나온다. 이러한 환상적 판타지는 그동안 그가 겪어온 성장과정과 밀접하게 연

  8 전조작기 아동들은 “환상”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관심을 가진다(Russell 30).



212 이     영     준

결되어 있다.  

“어느 날 밤에 조지는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간다”라고 쓰여 있는 페

이지를 보면 특별한 그림이 나온다. 조지의 침대가 섬 꼭대기에 빈 채로 남겨져

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환상이지만 엄마의 대치물인 침대로 부터 

조지가 벗어나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다음 그림에는 주황색으로 붉

게 물든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있고 그 밑에 있는 회색빛의 바다를 배경으로 조

지가 돌고래의 등을 타고 공중으로 도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는 침대를 

버려두고 돌고래와 놀고 있는 것이다. 하늘로 치솟은 조지와 돌고래의 앞에 하얀

색으로 그려진 커다란 둥근 해가 환하게 떠있다. 돌고래 등에 올라타서 등지느러

미를 잡고 하늘로 뛰어오르는 조지의 커다란 얼굴에는 미소와 자신감이 나타나

있다. 이렇듯이 조지가 보여주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독립

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첫날밤에 실행된 환상여행에서 조지는 혼자 침대를 타고 도시 위를 날았었고,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며, 난쟁이들과 요정들에

게 둘러싸인 채 책을 읽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였었다. 두 번째 날 밤

의 환상여행에서는 길 읽은 어린 호랑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칭찬을 의식한 듯

한 행동을 했으며 마법을 사용해서 해적들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이기적인 모

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전조작기에 속한 아동인 조지가 보여주는 환상적 판타

지에는 타인과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중심성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조지의 마지막 환상여행을 보면 조지가 더욱 더 성

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칭찬을 의식한 행위나 이기적이기 보다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지는 돌고래와 바다에서 수

영을 했고 “다음날 밤에 조지는 먼 거리를 날아왔기 때문에 많이 지친 기러기들

을 자신의 침대에 태워주었다. 그리고 그는 침대를 타고 마녀들과 빗자루를 타고 

빨리 날기 경주를 벌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조지의 이러한 환상들이 아직도 

전조작기의 물활론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침대를 제쳐놓고 돌고래, 기

러기들 그리고 마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타인들

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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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와 타인을 이해

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라고 한다.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을 포함하여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사

람의 생각, 느낌, 그리고 동기를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Gehlbach & 

Brinkworth 2)을 의미한다. 셀만(Robert Selman)에 따르면 3~6살 사이의 전조

작기 아동들은 조망수용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는 0단계로 이 시기의 

아동에서는 미분화된 조망수용능력이 나타난다. 이때 아동은 사람들의 차이를 

인식하지만 그들들이 지닌 견해차는 이해하지는 못한다(Berk 466). 조망수요능

력이 길러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조지에게도 해당되는 조망수용 1단

계는 4~9세까지인데9 이 단계10에서 아동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Berk 466). 6-7세에 해당하는 전조작기 말기에 속한 조

지는 이 두 단계사이에서 다소나마 사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을 지

녔다고 할 수 있다.

조지가 돌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환상은 자기중심성에 바탕을 둔 일

방적인 행동이 아니다. 비록 환상이기는 하지만 돌고래를 타기 위해서는 돌고래

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호적 교감이 필요하다. 발달과정에 있어서 아동들이 

동물이나 타인들과 공감하고 상호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더욱이 장거리 여행에 지친 기러기를 도와주는 행위는 단순히 칭찬을 받기위한 

행위가 아니라 조지의 조망수용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녀들과의 시합 역시 타인과의 상호적인 교류와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보다 발전된 조망수용능력이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전과 차별화

된 마지막 환상여행의 내용들은 그동안 조지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게 많은 변화

가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마법침대에는 흥미로운 비교분석이 가능한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온다. 전

반부에 묘사된 두 번째 마법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달이 없는 밤하늘을 배

경으로 마치 용암이 어둠속에서 꿈틀꿈틀 분출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

타났었다. 검붉은 하늘 아래는 수풀이 우거진 정글이 어둠속에서 흐릿하게 드러

  9 7-11세는 구체적 조작기(the period of concrete operation)에 해당된다.

  10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단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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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 검은색은 죽음 혹은 두려움을 표상하는 색으로 조지가가 아직도 많은 

것들을 겁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지가 누워있는 침대는 왜소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태로워 보인다. 이러한 환상적 판타지의 초기장면은 그의 마음속에 있

는 근심, 걱정, 불안과 공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마녀들과 시합

하는 마지막 환상에도 초기의 그림과 유사한 배경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두 그

림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후자의 그림에는 검은색 바탕에 연붉은색과 연갈색이 

섞여있고 커다란 둥근달이 왼쪽 위에 크게 떠있다. 진회색 사이사이로 흰색이 듬

성듬성 드러나 있어서 대체로 밝은 모습으로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 환한 달밤에 

조지와 마녀들이 시합을 하는 동안 이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듯이 서로를 바라보

며 웃고 있다. 

이야기의 후반으로 오면 조지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

가고”(Greenberg & Mitchell 195)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변화된 조지의 

태도를 통해 그는 “타인들과의 감정이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는”(Berk 467)” 보다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지에게 타인이나 외부 대상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망수용능력과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11 

V. 나가며 

마법침대의 후반부로 가면 환상여행이 끝나고 조지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휴가를 떠나는 현실세계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조지가 부모님과 휴가여행을 떠

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입었던 노란색의 셔츠가 성인들이 즐겨 입는 흰색 셔츠로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옷의 색체변화를 통하여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러는 동안에 조지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장면에는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공치기를 하며 노는 조지

  11 이러한 이유로 조지에게 더 이상 환상적 판타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녀들과 경주를 한 후 

마법여행은 더 이상 그림책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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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나온다. 조지는 침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친구들과 공감하고 교재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조지의 이런 모습에 대하

여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조지는 마법 침대를 완전히 잊었다”라고 서술되어 있

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조지에게 환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휴가지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급박하게 반전된다. 조지

를 본 할머니는 선물을 준비했으니 방에 가보라고 말한다. 그가 방으로 뛰어 올

라가자 구석 한편에 새침대가 놓여있었다. “‘도대체 내 마법침대를 어떻게 한거

여요?’ 하고 조지가 묻자,” 할머니는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대답한다. 조지는 쓰

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마법침대를 발견하자마자 그 위로 뛰어올라 주문을 외운 

후 하늘 위로 날아간다. 

애착대상인 마법침대를 찾아 쓰레기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는 우리는 조지

가 아직도 초기 전이대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장면은 물활론적인 환상이 아니라 ‘상상적 판타지’(the Imaginary 

fantasy)12가 투사된 그림이다. 이는 조지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을 알지만 

어린시적부터 느껴왔던 애착 때문에 마법침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즉각적으로 

단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기침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동안 친밀한 

친구처럼 동반자가 되어준 마법침대와의 이별은 쉽지가 않다.13 마법침대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불가능한 소망을 상상적 판타지에 담아낸 것이다. 

휴가지에서 친구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모습에서 조지가 많이 성장하고 달라졌음

을 알 수 있다. 바닷가에서 맺어진 친구들과의 친분은 “동료들과 보다 원활하게 

반응하게 하여 협조적인 상호관계를 만들게 하고, 보다 확장된 동료들과의 연결

망 그리고 보다 따뜻하고 협조적인 우정”(Berk 602)과 같은 사회성을 발전시키

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조지는 환상적 판타지 속에서 벗어나 타인들과 조망수용

능력을 발휘하면서 “공유된 현실세계”(LaMothe, 161)에서 상상적 판타지를 즐

  12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이들은 현실의 상황과 접목된 판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상상적 

판타지는 성인이 된 후에 후기 전이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철학 등의 창조적인 행동으

로 승화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ee, Youngzun. “Children’s Social Anxiety from the View of 

the Imaginary Fantasy—Anthony Browne’s What If ”를 참조할 것.

  13 성인이 되어서도 초기 전이대상을 버리거나 아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을 뿐이다. 그러다가 생각날 때 간혹 꺼내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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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살아갈 것이다. 

조지는 이제 현실세계에 발을 디뎌 놓을 만큼 성장했으며 현실을 수용하기 시

작한다. 마법침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조지가 흰 구름 위에 놓인 침대에 누

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렌지색의 광활한 하늘이 지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의 중심에는 흰 구름이 있고 그 안에는 조지가 침대 위에 있다. 그림

의 아래 부분에는 작은 규모의 도시가 보인다. 조지가 누워있는 구름위의 풍경은 

지상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상상적 판타지이다. 이 그림 밑에

는 “지금 만일 당신이 침대에 아주 조용하게 누워서 주문을 외운다면, 아마도 당

신은 조지처럼 멀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마법의 주문만 

알면 어느 누구라도 환상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글은 환상여행 대신 현실감 있고 실현이 가능한 상상을 하라는 당

부로 조지만큼이나 성숙한 아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림의 밑 부분에 다

소 작지만 아담하게 그려진 도시의 이미지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한 긍

정이 담겨있는 상상적 표상이다. 전조작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조지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현실세계에 발을 굳건히 딛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다 가능

성 있는 소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상은 몽상에 가깝지만 상상에는 현실

과 환상이 접목된 보다 사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

한 상상적 판타지는 현실과 환상이 만나는 중간영역에 존재하며 주체와 현실세

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 공간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조지의 내면과 외부의 현실이 접목되는 미지의 공간을 행하여 그의 상상적 판

타지가 투사될 것이다.

마법침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지가 구체적 조작기에 이제 막 진입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부분에서 전조작기의 초기에 속했던 조지는 부모에게 

의존하기에는 너무 크고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밖에 나가 친구를 사귀

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시간이 흘러간 지금은 조지에게 부모나 가족과의 관

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친구와의 상호적 관계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구체

적 조작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조지는 전조작기의 초기 전이대상인 침대에서 벗

어나 현실세계에서 조망수용능력을 확장시켜 가면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보다 발

전시켜야 한다. 이제 조지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적 판타지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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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상적 판

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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