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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모래상자에 나타난 거북 상징 연구
이 호 경†
온양권곡초등학교
전문상담사
거북은 세상의 근본 혹은 근간을 상징하고, 신성한 존재로서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특성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의 매개자로서 인식되어왔다. 또한 장수와 수복(壽福)의 상징으로써 우
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지혜의 상징성도 있었다. 본 연구는 모래상자에 나오는 거북에 대해, 생물학
적 특성, 설화 그리고 문화에 나타난 거북의 상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
의 모래놀이 사례에 나타난 거북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모래놀이 치료과정에서 사례에 나타
난 거북은 아동의 내면을 튼튼하게 성장시키며, 내적인 근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상징
적 측면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자기(Self)의 상징으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며 새로운 생
활이 시작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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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의 집단무의식과 원형이라는 초개인

성민, 2001).

적인 개념의 발견은 신화와 민담의 의미를

내담자는 유독 거북을 좋아하고 모래놀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치료에서도 거북을 자주 사용하였다. “나는

(Sibylle, 2012).

거북이가 좋아요. 그중에서도 바다 거북이가

신화나 민담은 원형적인 그릇에 담겨있는

제일 좋아요”라며 자신의 분신 같은 초록색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며, 이것은 의식을

바다거북을 늘 가지고 다니는 아동이다. 모

그 뿌리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래놀이치료를 위해 상담실에 올 때는 손에

(박현순, 2005에서 재인용). 신화와 민담은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거북을 가지고 왔

인류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징

다. 그리고 다른 소품과 함께 그 거북을 자

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대인들은 우주의 기

주 사용했다.

원, 생명의 탄생과 소멸, 밤낮이 교차하고

거북은 무의식의 바다와 의식의 육지를 자

해와 달과 별들이 연출하는 천체의 파노라

유롭게 다니며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는

마, 그리고 천둥과 번개, 홍수, 태풍, 지진,

다리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예부터

화산폭발 등 대자연의 무서운 파괴력 등을

거북은 바다의 용왕으로 상징되어 세상의 근

때로는 경이로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본이나 종족의 신성한 상징성을 간직한 존재

때로는 신비스러움으로 체험했을 것이다. 신

로 대접받기도 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옥

화는 이렇듯 지식과 논리로 해석되거나 여과

새(玉璽)에도 새겨지는 등 귀한 역할을 맡았

되지 않은

다(강상헌, 2015).

’

‘원상(原像)과

총체성을 간직한

세상 에 대한 고대인의 신성한 체험을 반영

본 연구는 설화와 문화에 나타난 거북 상징

하고 있다(윤일권, 김원익, 2015). 그렇기에

과 모래놀이 상자에 나타난 거북이 내담자의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들의 집단의례나 여러

내면 여정에 어떠한 동행을 하는지를 살펴보

민족의 신화 속에는 상징들이 살아 숨 쉬는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것을 볼 수 있다(박현순, 2005).
Jung(2009)은 상징은 모호하고 우리가 알

거북의 생물학적 특성

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무언가
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징을 이

거북은 파충강 거북목에 속하는 지구상에서

해하고 체험하면, 인간을 인간 존재의 본래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해

적인 존엄성으로 이끌어준다고 보았다(장미

온 동물 중 하나이다.

경, 2017).

거북은 세계적으로 12과 240여 종에 이르

동물 형태의 상징에 대해 Jung은 무의식에

고 크기도 다양하다. 적응력이 뛰어나 다양

속해 있는 것이거나 억압된 본능이 있음을

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알려주는 무의식의 리비도의 현현이라고 하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한다.

였다(Dora, 2012). 이처럼 상징은 의식과

세계 전역의 온대와 열대 지역의 육지와 바

무의식의 떨어져 있는 두 차원을 연결하는

다, 그리고 사막까지 분포한다. 종류별로 차

가교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는 있으나, 보통 신체 구조상 육지에서 빨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변환의 기능이 있다(김

리 움직일 수 없으므로 느리게 움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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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이다. 몸길이가 10㎝보다 작은 것에서

표현되는데 그중 두 번째 화신이 거북이다.

부터 2m 이상 되는 것까지 있다. 대개 잡식

힌두교 신화에 따르면 세계가 파괴될 때 큰

성이며 알은 1년에 한 번 정도 낳는다.

홍수가 났고 그로 인해 신들은 많은 보물을

거북류는 특수한 피부와 등딱지 및 배딱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때 Vishnu신이 쿠루

를 가지는 점에서 다른 파충류와는 구별되는

마(Kurma)라는 큰 거북으로 변하여 바다

데 이를

한다. 거북은 머리와

밑으로 들어가 Mandala 산을 등 위에 짊어

다리를 갑 속에 넣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

지고 대지를 지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신

호할 수 있다.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이나 수

화적 상징물로서의 거북은 대지 밑에서 대지

륙양서의 생활 특성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보

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 드문 독특한 특징이다. 양턱은 부리 모양

(김창환, 2015). 인도인의 우주관은 자신의

을 이루며 각질의 집으로 싸여있고 이빨은

꼬리를 입에 문 거대한 뱀 위에 거북이 있고

없다. 먹이를 먹지 않아도 오래 생명을 유지

그 위에 셋, 혹은 네 마리의 코끼리가 세상

하는 특성이 있으며,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갑(甲)’이라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평

중국 창조신화에서 하늘을 지탱하는 부주산

균 수명은 대략 50~100년으로 추정하고 있

(不周山)이 부서져 기울어지면서 하늘이 가

으며 가끔 20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라앉아 땅에 부딪혔고 큰 홍수가 나서 사람

거북이 발견되기도 한다(조나단 엘픽, 젠 그

들이 죽게 되었다. 이때 여와 가 커다란 거

린, 바바라 테일러, 리처드 워커, 2003).

북의 다리를 잘라 대지의 네 귀퉁이에 세워

‘

’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삼고 오색의 돌로
세상의 근본 상징으로서 거북

무너진 하늘을 메웠다(도현신, 2018. 소노
자키 토루, 2000)고 한다.

거북은 외형적으로 둥근 등과 평평한 배를

중국 전국시대에 쓰인 ⟪열자⟫에는 세상의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근본적으로 우

물이 전부 흘러가는 귀허(貴虛)라는 골짜기

주의 심상을 드러낸다. 등은 천공(天空)으로

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상징되고 밑바닥의 각(殼)은 물 위에 떠 있

불안정한 다섯 산이 있다. 천제는 안정을 찾

는 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믿었다(김영희,

기 위하여 거대한 거북이 열다섯 마리의 머

2005).

리로 다섯 산을 지탱하도록 지시하면서 거북

고대인들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섯 마리가 6만 년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점차 신앙으로 발전

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산을 떠받쳐 기반

하여 거북 토템으로 구체화 되었을 것이고,

을

인도의 경우는 이것이 힌두교에 융화되면서

2018). 중국의 신화를 통해서 거북은 무너

Vishnu의 여러 화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

지거나 불안정한 기반을 떠받치는 대지의 근

았을 것이다. 실제로 Vishnu는 물과 매우

본으로서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깊은 관련이 있어서, 수신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곤 한다(장현숙, 2012).

탄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도현신,

아메리카의 이로쿼이(Iroquois)족 설화에서
는 하늘 거주자의 딸 아타엔치크가 ‘대지’

힌두교의 Vishnu신은 열두 가지 화신으로

를 소유하고 있는 추장과 결혼하기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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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시련을 거친 후에 추장의 아내가 되

⟪삼국유사⟫<가락국기>편에 나오는〈구지

어 임신한다. 그러나 남편인 추장의 질투와

가(龜旨歌)〉에서 거북은 가락국의 시조인

오해로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졌지만

수로왕(首露王)을 드러내게 하는 동물로 등

물새들이 받아 커다란 거북에게 바쳤다. 그

장한다. 구지가에서 거북은 세속의 인간과

녀는 거북의 등에서 동물들에게 흙을 가져오

신성의 절대자와의 소통을 위해 매개자의 역

도록 명령을 했다. 두꺼비가 흙을 가져왔고

할로 나타난다. 즉 거북은 성과 속의 중간적

이 흙은 거북 껍데기 위에서 대지가 되었다

존재로 두 영역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오세

(요시다 아츠히코, 2010). 이렇게 하여 거

정, 2001). 그리고 거북은 왕의 출현을 가

북은 대지의 근본이 되었다고 한다.

능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신성존재에게 인간

신라 제31대 신문대왕 때 동해 가운데 있

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이다. 수로의 탄생은

는 작은 섬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특별한 장소인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

오는데, 거북 머리 모양의 산 위에 대나무

봉우리에서 이루어진다.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 대나무는 낮에는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이나 지하에 있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고 섬도

신과 의사소통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

그러하다고 하여 왕이 신기하게 여겨 알아보

었다. 땅에 있는 깊은 구덩이나 구멍은 지하

니 상서로운 징조라고 한다. 이 대나무를 취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고 산 정상은 신

하여 피리를 만들어 불면 온 천하가 태평해

과

진다고 하여 그 피리 이름을 만파식적(萬波

2005). 이것은 가락국이 수신으로서 거북신

息笛)이라고 하였다(김태곤, 최운식, 김진영,

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

1988).

환, 2015).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박현순,

이부영(1995)은 거북이 머리 위에서 대나

고구려 강서고분의 벽화에는 사방을 지키는

무가 자란다는 것은 거북이 우주적 근원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북쪽을 지키는 신성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천지의

한 동물로서 거북이 그려져 있다. 이를 현무

비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玄武)라고 부르는데 현무는 생명의 끝, 곧
죽음을 알리는 북쪽(北)의 수호신으로서 거

신성한 존재와 매개자 상징으로서 거북

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쪽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을

고대인들은 자연물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지키는

영적 존재로 숭배하는 토템사상을 하나의 종

2005).

교적

신앙처럼

가지고

신을

‘

의미하기도

한다(박현순,

’

있었다(김영희,

무속설화인 바리데기 신화에서도 갓 태어

2005). 거북은 지모신의 상징과도 연결되고

난 바리공주를 버리는 장면에서 거북은 용왕

물에 서식한다는 특성 때문에 강과 바다의

의 사자로 인간의 바닷길을 돕는 신과 인간

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Cooper, 1994).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북은 일

(김태곤 등, 1988; 김화경, 2015).

종의 신격을 지닌 거북토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정호완, 1999).

이와 같이 거북은 둥근 만다라 형태의 단단
한 등껍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륙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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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육지와 바다를 자유

량문(上樑文), 귀부(龜趺) 등이다. 특히 귀

롭게 오가며 천상과 지상, 의식과 무의식을

부는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이다

연결하는

표상이며(박현순,

(엄기표, 2003). 많은 동물 중에 거북이 비

2005), 속계(俗界)와 영계를 드나드는 신의

석을 받치는 동물로 선택된 데는 등모양이

사자로서 인식되었다(장현숙, 2012).

비신을 받치기에 적합하고, 장수의 동물로

상징적인

인식되어 비석을 세우는 의미에 적합하기 때
장수와 귀복의 상징으로서 거북

문일 것이다(이영미, 2001).
또한 장수와 귀복의 상징으로 생활 속에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는 거북이 십장

도 다양한 공예품의 소재로 등장한다. 숟가

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락이나 벼루, 문살, 옷감, 장신구 등에 거북,

왔으며, 기린·봉황·용과 더불어 '사령(四

또는 거북등(龜甲)무늬를 넣기도 했고, 거북

靈)'이라 불린다. 신령이 깃든 성스러운 동물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전서체(篆書體)인 귀서

로서 보통 영물로 불리는 이런 동물들이 나

(龜書)도 있다(정효심, 2007). 지금도 금이

타나면 이는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날 징조로

나 은제품을 파는 금은방에 가면 거북모양의

여겼다(오유미, 2001). 중국의 ⟪상서(尙

금붙이를 쉽게 볼 수 있다.

書)⟫<홍범(洪範)>편에서 거북은 천년 동물

장수하는 사람을 축하하고 더 오래 살기를

로서 길흉을 안다고 했으며, 유씨의 ⟪거북

빌 때 귀령학수(龜齡鶴壽) 라는 글씨를 써서

경(柳氏龜經)⟫에는 ‘거북은 일만 이천 년

보내기도 한다. 장수 이외에도 거북은 파괴

을 살아 가히 천지의 모든 것을 점칠 수 있

할 수 없는 불멸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다’고 하였다(최혜원, 2011).

한 예로 거북선(龜船)을 들 수 있다. 거북선

‘

’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이나 땅과 물을 오가

은 거북의 몸에 용의 머리를 하고 있어 용의

는 능력은 다른 동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

힘과 거북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징이다. 고대의 주술사들은 예로부터 길흉과

있다(장현숙, 2012).

운세를 보는데 거북을 사용하였다. 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태워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

지혜의 상징으로서 거북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점을 치는
것을

귀복(龜卜)이라고

한다(장현숙,

2012).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거북으로 나오는

거북은 천지의 비밀을 알고 인간에게 그 비
밀을 전달해 주는 지혜로운 동물로 상징되고
있다.

데 이는 나라의 흥망 같은 심각한 예언이 거

중국 창조신화에서 화가 난 옥황상제가 대

북의 등에 나타나 있음은 초기의 거북점 형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멸망시켰을 때 유일하

태인 거북의 등으로 점을 쳤음을 연상시킨다

게 복희와 여와 남매만 살아남았다. 자손을

(이영미, 2001).

남길 방법이 없자 여와는 복희에게 결혼을

이러한 거북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민속 문
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공주 석장리
의 돌거북, 반구대(盤龜臺)의 거북 벽화, 상

위한 제안을 하고 거북의 지혜로 문제를 해
결했다고 한다(김화경, 2015).
아프리카의 마타벨레(Matabele) 민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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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주 느리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거북이

되어서는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가 다른 두

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지혜를 발휘해 얄미

명의 누나에게 맡겨졌다. 누나들은 한창 사

운 토끼를 물리치는 내용과 동화로서 익히

춘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후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 이야기가 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담자의 문제행동이

온다. 느리지만 신중하고 꾸준함으로 마침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반 친구를 괴롭

잘난 척하는 토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거

혀 전학을 왔고, 이후에도 다양하고 큰 문제

북의 지혜에 대해 알려준다(장용규, 2003).

행동의 양상들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ADHD

옛날 일본의 요사헤기에 살던 시마코라는

진단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과 학

잘생긴 청년이 오색 거북을 낚았다. 이 거북

교에서 모래놀이치료를 받으면서 외부상담을

은 아가씨로 변했는데 선녀였다. 시마코는

병행하게 되었다.

거북을 따라 용궁 구경을 갔고 화려한 용궁

내담자는 화가 나면 어른, 아이 구별 없이

의 모습에 반한 어부는 이곳에서 거북과 화

신체적인 공격을 하고,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육

일삼고 제지하는 교사를 발로 차거나 팔을

지생각이 간절해 거북에게 육지에 잠깐 다녀

물어버렸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친구는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거북은 옥상

끝까지 괴롭히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

자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며

내담자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흔들렸으며,

육지로 보내주었다. 육지로 나온 어부는 자

반을 이끌어가는 담임교사 또한 심리적 어려

신이 용궁에서 보낸 1년이 육지에서는 100

움을 호소하면서 모와 상의 후 학교 상담실

년의 세월이 흐른 후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상담은 모래놀이치료

받아 거북의 충고를 잊은 채 옥 상자를 열었

를 중심으로 언어상담을 병행하였고, 주 1회

다. 그러자 갑자기 어부는 몸이 쭈글쭈글해

40분으로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41회의 모

지고 순식간에 100살 먹은 백발노인이 되어

래놀이 작품을 만들었다.

버렸다. 그제야 거북의 충고를 깨닫고 한탄

결 과

했으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요시다 아츠
히코, 2010; 이경윤, 2012).
모래놀이 과정

방 법
내담자는 첫 회기부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연구대상

거북 소품 <그림 1>을 지니고 왔다.

내담자는 초등학교 2학년의 남아로 출생
후 백일 정도까지 친부의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모와 단둘이 살았다. 모는 경제활동을 위해
백일이 갓 지난 내담자를 아이돌보미에게 맡
기고 밤늦게 일을 했다. 유치원에 갈 나이가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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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는 바다 가게 라는 제목의 첫 번

<그림 4>는 13회기 작품으로 들어오자마

째 모래놀이 작품이다. 내담자는 거친 느낌

자 상자로 달려와 모래와 인사하듯이 슬쩍

이 들 정도로 모래를 잘 만지는 모습을 보였

만진 후, 챙길 것이 있다며 분주하게 소품장

다. 모래가 부드러워요. 바다에는 역시 거북

을 오갔다. 정성스럽게 철길을 조립해 중앙

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북이는 모래가 있

에 놓고 다리도 있어야 한다며 철길과 연결

어야 해요 라며 거북을 상자로 가져왔다.

해 놓았다. 철길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거북

“

“바다에서

”

펄떡거리는 물고기 2마리 잡아서

을 가져다 놓았다.

“이곳은

거북이 사는 곳

요리하고, 모래는 조갯살이에요. 보석도 중

이에요. 통(중앙 하단) 속은 잠자는 곳이고,

요해요. 보석은 두 곳으로 나눠 놔야 해요 .

폭포 앞은 쉬는 곳이에요. 모래 속에 들어간

1회기부터 내담자는 한 번에 두 개의 상자

거북은 쉬는 중이에요. 푹 쉬고 나오면 수영

에 각기 다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연구

을 할 거예요. 먹이 저장소(중앙 하단)에는

자는 내담자의 작품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먹이가 많아요 .

”

못하고 분리되어 떠도는 두 개로 나눠진 내
담자처럼 느껴졌다.

”

<그림 5>는 14회기 작품으로 분주하게 모
래를 만졌다. 다소 흥분된 모습이었다. 눈을

<그림 3>은 11회기의 작품이다. 양손으로

깜빡거리는 동작 틱과 음성 틱 증상이 심해

모래를 다지고 쓰다듬으며 마음의 세계를 표

졌다. 삼촌(모의 동거남)이 다시 왔어요. 엄

현할 기반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럼 해 볼

마와 삼촌이 싸워서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

까요? 동물원의 수족관 을 만들 거에요. 거

요. 그래서 삼촌이 집을 나갔거든요 . 감정이

북이는 나에게 소중하니까 제일 중요한 곳

묻어나지 않는 표정에 건조한 느낌으로 묻지

(우하, 좌하)에

도 않은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

’

“

놓아요. 육지거북(우하)은

“

”

“오늘은 요리

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폭포가 필요해요.

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구가 많이 필요

바다거북(좌하)은 바다를 헤엄치면서 놀아

해요. 거북이가 먹을 음식이에요 . 거북을 뜰

요. 은행(좌상)엔 보석과 돈이 많아야 해요 .

채에 가득 담아 가져왔다. 모래로 거북을 정

이 작품을 끝으로 두 개의 세상은 마침내 통

성스럽게 덮어줬다. 선생님, 우리 찾기 놀이

합을 이루어 하나의 세상으로 되었다. 내담

해요. 제가 먼저 숨길 테니 선생님이 찾으세

자가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한 걸음 더 내딛

요. 기회는 3번뿐 이에요

는 작품을 감상하며 연구자에게 공감이 되었

숨기고 찾는 놀이를 제안했다. 모래 속에 숨

다.

겨진 소품을 찾아내며 마치 보물을 찾은 듯

”

”

“

”.

내담자는 자주

기뻐하며 우쭐했다. 연구자는 내담자의 모습
이 인도 신화에서 바다 속 깊이 가라앉은 만
다라 산을 등에 얹고 올라오는 거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6>은 39회기 작품으로 14회기 이후
숨기고 찾기 놀이가 한동안 반복된 후에 만
<그림 3>

<그림 4>

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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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혹시

벽으로 세울 것 없나요? 없으면

울타리를 써야겠군

”

달라진 사후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암

울타리로 벽을 만들었

이 흐르고 강아지가 살던 집이 사람의 집으

다. 각각의 장소에 가구들을 들여놓고 사람

로 바뀌었다. 내담자의 정신의 집이 발전하

을 가져왔다. 인형을 가져오다가 바닥에 떨

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나무는 사전검사

어져 다리가 부러지자

멋

에 비해 작아진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좀

쩍게 웃었다. 깁스를 해주는 소품을 가져와

더 나무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나이가 한

부러진 다리에 맞춰보더니 안 맞네 라며 혼

살이라고 했다. 새로 탄생한 나무다. 사람은

자 웃었다. 여기는 호텔이에요. 사람들이 쉬

사전검사에 비해 좀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러 왔어요.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

표현되었다. 자아상이 조금씩 단단하고 건강

요. 새로운 거북이 있네요. 이런 곳에 거북

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죄송합니다”라며
“

“

”

(우측 중앙)이 빠지면 안 되죠. 이 거북도
사전

무척 마음에 들어요. 거북도 고급진 호텔에

사후

”

서 쉬는 것이 필요해요 라며 작품을 설명했
다.
집

회기가 진행될수록 내담자는 고장 난 소품
을 고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자신의 내
면을 치유하고 정리해 나가는 모습은 아닐
까? 연구자는 자신의 기반을 거북처럼 든든
하게 세워나가며 고급진 내면의 집을 짓는

나

느낌이 들었다.

무

사
람
1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HTP 사전 사후 검사이다. 사

사

전검사에서 내담자는 용암이 흐르고 화염에

람

휩싸인 집을 그렸다. 강아지 집이고 살고 싶

2

지 않다. 살던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되었다
그림 7. 사전-사후 그림검사

고 했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다른 사람
의 집이고 분위기는 좋으며 초원에 있고 벽
돌로 되어 있다. 9명의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집 그림을 통해 사전검사와 확연하게

거북은 자기(Self)의 상징으로 의식과 무의
식의 통합을 이루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한다(장현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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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는 상담이 진행될수록 학교생활에서

타나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횟수가 주1~3회에서 일

제왕의 출현과 관련한 주술적 제의에서 불

1~2회로 늘고 담임교사의 칭찬을 받는 횟수

려진 구지가(龜旨歌) 에서 거북은 신성한 군

도 늘었다. 담임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

주의 출현을 촉구하는 백성의 뜻을 신에게

에 1~2회 정도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며 이때의 구지봉은

그리고 상담실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연구

신성한 장소로 지모신의 표상이 되었다.

자에게 소개해 주는 등 적응해 나가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

무속설화인

’

‘바리데기’에서

거북은 용왕의

사자로 여성 영웅의 첫 고난의 길을 함께하

내담자는 내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자아가

는 신의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모래놀이치료

또한 느리지만 꾀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임

가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는 거북과 내면 여

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의

정을 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등

상징성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내면세계의 근본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북은 사령(四靈)으로 숭배되어온 동물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연구자는 중국 신화에

서 영원과 길상을 상징하고 수륙 양생이라는

서 불안정한 산을 떠받치는 거북이와 같이

특성으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고, 무의식과

내담자에게 거북 상징은 불안정한 자아를 떠

의식의 가교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한다.

받치고 있는 무의식의 자원으로 느껴졌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작품에 등장한 거북
은 무의식과 의식의 다리 역할을 하며 내담

논 의

자의 자아를 튼튼하게 떠받쳐 주는 근간으로
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

본 연구는 설화와 문화에 나타난 거북 상징

다.

을 통해 모래놀이 상자에 나타난 거북이 내

본 연구는 설화와 문화에 나타난 거북의 한

담자의 내면 여정에 어떠한 동행을 하는지를

상징을 통해 모래놀이치료 작품에 나타난 거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이 내담자와 어떤 여정을 하는지 살펴보고

인도, 중국, 한국 등 고대로부터 거북은 세

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설화와

상의 근본, 우주 그 자체로 여겨지며 인간과

문화에서는 세상의 근본, 혹은 근간을 상징

신의 매개자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며 신성한 존재로 신의 매개자로서의 상징

역할,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성을 보였다. 또한 장수와 수복(壽福)의 상

천지의 비밀을 아는 지혜의 상징으로도 보았

징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지혜의

다. 또한 거북은 영물 또는 신물로 간주되어

상징성도 있었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인간의 미래를

담자의 작품에 나타난 거북은 내담자의 내면

알려주는 동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더불어

을 튼튼하게 성장시키며, 내적인 근간을 견

거북은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특징으로 의식

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기반이 되는 상

과 무의식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 또는 신의

징적 측면을 보였다.

사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거북의 상징은

‘구지가(龜旨歌)’와 ‘바리데기’

설화에 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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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ymbolism of Turtles in
Child's Sandplay
Ho-Kyung Lee
On-yang Gwon-gok Elementary school
Turtles are fundamental to the world and symbolize the foundation, and have been
recognized as divine mediators connecting the world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oving between land and sea as sacred beings. There was also
symbolism of wisdom that contained the secret of the universe as a symbol of longevity
and rest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narratives, and symbols of turtles in culture, and to examine their meaning. The symbolic
meaning of turtles in child's sandplay case was examined. The symbolism of turtles shown
in the case during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strongly developed the inner surface of
the child and suggested the symbolic aspect that is the basis for the process of solidifying
the inner foundation. In addition,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starting a new life by
integrating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s a symbol of self.

Key words: Turtle, Symbol, Sand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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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reference materials) A Study on the Symbolism of Turtles in Child's Sandplay

Jung's discovery of a super-individual
concept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Jang, 2017).
As for symbols of animal form, Jung

and archetypes has enabled us to grasp

stated

that

the meaning of myths and folktales in a

unconscious Libido, which indicates that

completely different way (Sibylle, 2012).

it belongs to unconsciousness or that it

A myth or folk tale is the content of a

has suppressed instincts (Dora, 2012).
such,

the

status

symbols

quo

serve

a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contained in

As

bridges

a circular bowl, and it functions to link

linking the two separate dimensions of

consciousness to its root, unconsciousness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as cited in Park, 2005). Myths and

have a function of transformation that

folktales contain traces of human life,

allows us to move on to a new level of

which are symbolized. Ancient people

life (Kim, 2001).

would have experienced the origin of

The counselee especially liked turtles

the universe, the birth and extinction of

and often used them in sand therapy.

life, the panorama of celestial bodies,

The

day and night intersecting and directed

Among

by the sun and the moon and stars, and

most", and she seems to carries her

the

of

own green turtle with her all the time.

Mother Nature, such as thunder and

When she came to the counseling office

lightning, floods, typhoons, earthquakes,

for a treatment, she brought her turtle

and volcanic eruptions, sometimes in

in her hand. Also, with other props, she

wonder, sometimes in fear, sometimes

often used the turtle.

terrible

in

mystery.

destructive

The

power

myth

reflects

the

counselee

said,

them,

I

"I

like

like

sea

turtles.

turtles

at

It seems that turtles are the bridge

ancient people's sacred experiences of

connecting

a

or

consciousness since the turtles roam

filtered by knowledge and logic(Yoon &

free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In

Kim, 2015). This is why we can see

addition,

symbols

the

regarded as the dragon king of the Sea,

collective rituals of uncivilized tribes

and have been regarded as the sacred

and

symbol

world

the

that

is

alive

not

and

myths

interpreted

breathing

of

various

in

peoples

(Park, 2005).

symbols

unknowable,

turtles

of

the

have

long

modern

world

and

been

and

species, and have been engraved on the

Jung (2009) saw that if we experience
these

unconsciousness

as

and

vague

contain

and

something

Royal seal, which ar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Kang,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hidden from us, it will lead us to the

at

inherent

cultures, and how turtles in sandboxes

dignity

of

human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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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rtles’

symbol

in

tales

and

Translated reference materials of
School Counselling and Sandplay
2020. Vol. 2, No. 1

accompany the counselee’s inner journey.

and rare for other animals. Both jaws
are beaked and wrapped in a house of

biological features of tortoises

dead

skin

cells

and

have

no

teeth.

They are characterized by long-lasting
Turtle is one of the oldest reptiles to

life without food, and zoologists say

live on Earth belonging to the reptilia.

they

There

vertebrates.

are

12

and

240

species

of

live

the
The

longest
average

among

lifespan

is

turtles in the world, and they vary in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50 to

size.

100 years, and sometimes turtles are

There are

12

and

240

species

of

found

to

turtles in the world and they vary in

(Jonathan,

size. They are said to live in various

2003).

environments

due

to

their

be

over

Jen,

200

Barbara

years
&

old

Richard,

excellent

adaptabilities and actively seek the best
place for them.

Turtle as the fundamental symbol of
the world

It is distributed to the land and sea of
tropical regions throughout the world,

A tortoise has an outward round back

and to deserts. There are differences

and a flat belly. This form essentially

by

the

reveals the image of the universe and

cannot

believed that the back was symbolized

move quickly on land, so they move

by perforation, and the angle of the

slowly and not aggressive. There are

bottom was symbolized by the earth

sizes

floating on the water (Kim, 2005).

type,

structure

but
of

from

usually

the

due

body,

being

to

they

less

than

10

centimeters in length to being more
than

2

meters.

They

are

The ancient people considered water

usually

to be the source of all things in space.

omnivorous and lay eggs about once a

This idea would have gradually evolved

year.

into

a

belief

and

materialized

as

a

Turtl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tortoise totem. In India, it would have

reptiles in that they have special skin,

become one of the many incarnations of

shellfish and belly shells, which are

Vishnu

called

Hinduism. In fact, Vishnu is so deeply

‘Gab(甲,

a

turtle

shell)’.

as

was

Turtles can protect themselves from

related

enemies by putting their heads and legs

described as a

in their shells. The hard shell of a

which

tortoise or the living characteristics of

animals (Jang, 2012).

an amphibiousness are unique features

to

it

is

water

a

god

integrated

that

form
in

it

is

into

often

of theriomorph
the

likeness

of

The god of Hindu, Vishnu,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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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twelve incarnation. The second

keep

incarnation is the turtle. According to

2018). Through Chinese mythology, the

Hindu mythology, when the world was

turtle is well described as the root of

destroyed,

the earth, which supports a collapsed

there

was

a

great

flood,

which caused the gods to lose many
treasures. It is said that Vishnu god
turned

into

tired

(Do,

or unstable foundation.
In

the

Iroquois’

folktale

of

the

sea,

heavenly resident, becomes the headman’s

carrying Mount Mandala on his back to

wife after several trials to marry the

support the land. As such, the turtle as

headman who owns the Earth. However,

a

to

due to jealousy and misunderstanding of

earth

her husband, the headman, she was driven

(Kim, 2015). In the Indian’s vision of

out of the sky and fell to the ground,

the universe, they believed that there

but the water birds received it and

was a turtle on top of a huge snake

dedicated it to a large turtle. She took

with its tail in its mouth and three or

soil from the turtle’s back and gave

four elephants supporting the world.

orders to the animals. The toad brought

went

mythological

support

the

land

tortoise

getting

Americas, Ataencic, the daughter of a

and

large

from

named

Kuruma

a

them

under

symbol

the

appears

beneath

the

In the creation myth of China, the

soil and it became earth on the turtle

Buju Mountain(不周山), which supports

shell (Yoshida, 2010). In this way, the

the sky, was broken and tilted, causing

turtle

the sky to sink and hit the ground, and

eart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a great flood caused people to die. At

In 31st king Shinmun of Silla, a small

this time, 'Yehuah' cut off the legs of a

island in the middle of East sea was

large

four

floating toward Gameun temple. In a

corners of the earth to make it a pillar

small island, a bamboo was growing on

supporting the sky and fill the collapsed

a head of turtle-shaped mountain. This

sky with five colored stones (Do, 2018;

bamboo tree is said to be an auspicious

Sonozaki, 2000).

sign for the king to find out because it

In

turtle

"Yeolja,"

and

stood

written

in

on

the

the

Chinese

is said to be two by day and then

national era, there is a valley called

merged into one at night. This bamboo

Guhe, where all the water in the world

tree is called Manpasikjeok (萬波息笛)

flows, at its center are five unstable

because

mountains floating on the sea. It is said

peaceful when it is blown (Kim, Choi &

that in order to find stability, the five

Kim, 1988).

it

makes

the

whole

world

giant turtles took turns supporting the

Lee (1995) said, "The growth of a

five mountains every 60,000 years to

bamboo or a radish over a turtle'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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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hat the turtle is based on a
cosmic source and implies the secret of
heaven and earth.

place.
Since ancient times, people have had
special places to communicate with God
in the sky or underground. A deep pit

Turtle as a sacred being and a carrier
symbol

or hole in the ground was the entrance
to the underworld, and the summit of
the mountain was the place where God

The ancient people had a totem idea
of worshipping nature as
being

with

tortoise

is

awe

(Kim,

also

a spiritual
2005).

associated

with

The
the

symbol of the god of the earth god and

communicated
shows

(Park,

that

the

2005).

Garakguk

This
had

a

turtle-shaped ang as a receiver (Kim,
2015).
In the mural of the Gangseo Ancient

also appears to be the god of the river

Tomb

and sea because of its nature of living

shrines

in water (Cooper, 1994). It seems that

tortoise is depicted as a sacred animal

there has been a turtle totem that has

prot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es of turtle

"Hyunmu,"

for

expression of the North's image as the

a

long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Jeong, 1999).
In

"Gujiga,"

Memorabilia

of

which
the

of

Goguryeo,

protecting

the

appears
Three

in

the

north.

which

guardian

there

deity

north,

This

is

of

are

the

and

is

a

four
a

called

symbolic

North,

which

the

signals the end of life, or death. North

Kingdoms

means death, but it also means God

(Samgukyusa), the turtle is regarded as

who protects death (Park, 2005).

an animal that reveals King Suro, the

In the myth of the shamanistic tale

founder of Garakguk. In the Old World,

"Baridegi," the turtle appears as a lion

turtles

of the Dragon King, acting as a carrier

appear

as

reverse

halves

of

intermediaries to communicate with the

between

absolute

ruler

human sea(Kim et al., 1988; Kim, 2015).

divinity.

In

of

other

human

beings

and

words, turtles

are

As

God

such,

and

man

tortoises

helping

the

carry

round

hard-backed

shells

intermediate beings in the performance

mandala-shaped

and have both areas of character (Oh,

around their bodies and are amphibious.

2001). And the turtle is the messenger

It

of human will to the supernatural divine

freely travels between land and sea,

being who is good at the appearance of

connecting

the king. The birth of the waterway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Park,

takes place at the peak of a mountain,

2005), and was recognized as a envoy

which is shaped like a turtle, a special

of the god who goes in and ou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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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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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lar world (Jang, 2012).

2001).
These tortoises

Turtle as a symbol of longevity and
food fortune

are the objects

of

faith, and they are preserved in folk
paintings such as the stone tortoise of
Seokjang-ri, Gongju, the turtle mural of

In Asia, including China and Korea,

Bangudae, Sangryangmun, and Gwibubu.

turtles have been known to be one of

In particular, Guibu is the turtle base of

the

of

a stone monument (Um, 2003). Among

longevity, and are called "commands"

many animals, the turtle's choice of

along

and

supporting the stele would be a door

dragons. As a sacred animal with a

when its back shape is suitable for

spirit,

of

supporting the stele and when it is

animals,

recognized as an animal of longevity

most

representative

with

it

giraffes,

was

phoenixes,

considered

auspiciousness
commonly

animals

when

called

a

sign

these

"spirituals,"

were

burned out (Oh, 2001). In the book
"Hongbeom" in China, the turtle said he
knew

the

auspiciousness

as

and

is

suitable

for

the

meaning

of

erecting the stele (Lee, 2001).
It is also a symbol of longevity and

a

good fortune, and it also appears as a

thousand-year-old animal, and in the

material of various crafts in daily life.

book "The Turtle" of Yu, "Turtle can

The spoon has a tortoise-shaped or

tell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by

tortoise-shaped

living 12,000 years" (Choi, 2011).

inkstone, cloth, jewelry, and so on, and

Turtle's hard shell or ability to come
and

go

to

and

water

also

scribbles

rock,

written

by

isostere, a type of preface made after

special signs that are hard to see in

the shape of a turtle (Jung, 2007).

other animals. Ancient sorcerers used

Even now, when you go to a gold shop

turtles

and

that sells gold and silver products, you

fortune since ancient times. The turtle's

can easily see the tortoise-shaped gold

shell is burned to see its split shape,

paste.

see

land

is

on

are

to

the

there

pattern

auspiciousness

conveying the will of heaven to the

When people celebrate their longevity

people and making dots (Jang, 2012).

and pray for a longer life, they also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Three

write the words 'Ghwiryeonghaksu'. In

Kingdoms, the turtle predicted the fall

addition

of Baekje, which is reminiscent of the

symbolize indestructible immortality, an

early

is

example of which is the turtle ship.

marked by a serious prophecy like the

The turtle ship has a dragon head on

rise

its body, which symbolizes the strength

turtle-shaped

and

fall

of

Turtle,

the

which

count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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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ragon and the firmness of the

with the turtle and lived happily here,

turtle (Jang, 2012).

but asked the turtle to let him go to
the land for a while because he was

Turtle as a symbol of wisdom

desperate for land. In response, the
turtle gave the roof ruler and sent him

The turtle is symbolized as a wise
animal

that

knows

the

secrets

on land, asking him not to open it. The

of

fisherman on land was shocked to learn

heaven and earth and delivers the rain

that the year that God spent in the

wheat to humans.

Dragon Palace was 100 years later on

When the Jade Emperor, angry in the

land

and

opened

the

jade

box,

Chinese creation myth, caused a great

forgetting the tortoise's advice. Then

flood

only

suddenly

sister

wrinkled

and

Bok-hee

destroyed
and

her

humans,

sister

and

the
and

fisherman
instantly

became

became

survived. When there was no way to

hundred-year-old

leave

man. Only then did I realize the turtle's

their

offspring,

the

empress

and

lament

gray-haired

a

reportedly made Bok-hee a proposal

advice

it

was

for marriage and asked questions with

(Yoshida, 2010; Lee, 2012).

too

old

late

the wisdom of the turtle (Kim, 2015).

Method

In the Matabelle’s folktales of Africa,
it tells the story of a very slow and
humble-looking

turtle

who

uses

his

An object of study

wits more than other animals to defeat
a nasty rabbit and a race between a

A second-year elementary school boy

rabbit and a turtle, which he knows

wa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by

well as a fairy tale. Slow but careful

his father until about a hundred days

and steady, finally flattening the snout

after birth, so he lived alone with his

of a nasty rabbit tells us about the

mother when his parents divorced. The

North's wisdom (Jang, 2003).

mother worked late at night for her

Once upon a time, a handsome young
man

named

in

who had just passed 100 days was

Yosahegi, Japan, caught a five-colored

with a babysitter. When the counselee

turtle. This turtle silver turned into a

got old enough to go to kindergarten,

fairy. Shimako followed the turtle to

the father, who was living with him,

the dragon palace, and the fisherman,

left him

who

colorful

sisters were going through the puberty.

dragon palace, had an angry wedding

Since then, when the counselee entered

fell

in

Shimako,

love

who

with

the

lived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ounselee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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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the behavior of the

1>.

counselee has begun to surface. He
moved to another school because he
bullied his classmates, and afterwards,
various aspects of big trouble behavior
appeared.

He

was

diagnosed

with

ADHD in the hospital, and continued to
receive medication and sand therapy at
the

school,

leading

to

external

he

made

counseling.
When

he

was

angry,

a

physical attack without distinction of
adults or children, and kicked or bit the
homeroom

teacher

trying

to

restrain

him. In addition, the counselee used
violence against the friend who teased
him or made him annoyed.
The

atmosphere

shaken

by

the

of

the

class

was

and

the

counselee,

homeroom teacher, who led the class,
also

had

difficulties

difficulty
and

in

asked

psychological
the

school's

counseling office after consulting with
the

mother

of

counselee.

Counseling

was conducted with the focus of sand
play therapy, and language counseling
wa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41 pieces of sand play were produced
in the past year and five months.

<Figure 1>

<Figure 2>

<Figure 2> is the first piece of sand
play

titled

'The

Sea

Shop.'

The

counselee was able to touch the sand
so well that he looks rough. "The sand
is soft. There should be turtles in the
sea. And the turtle has to have sand,"
he said bringing the turtle to the box.
"Cook two fluttering fish in the sea,
and the sand is clam meat. Jewelry is
also important. You have to divide the
jewelry into two places." From the first
session, the counselee began to make
different works in two boxes at a time.
The researcher felt that the work of
the counselee was like him divided into
two

separate

and

wandering

parts,

unable to adapt to school life.
<Figure 3> is the work of the eleventh
session. He seemed to have ironed and
petted

the

sand

with

both

hands,

creating a foundation to express the
world of mind. "Well, shall we try? I'm

Results

going to build an aquarium at the zoo.
Put the turtle in the most important

Sandplay therapy procedure

place (right below, left below) because
it is precious to me. Land turtles (right

Since the first session, the counselee

below)

has carried his favorite tortoise <Figure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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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all. Sea turtles (left above) swim

sand, and he looked quite excited. The

in the sea. Banks (left above) need a

symptoms

lot of jewelry and money." At the end

negative

of this work, the two worlds finally

uncle (a guy living with the mother) is

came together and became one. I was

back. My mom and uncle fought and

able to sympathize with the counselee

she told him to leave. So, my uncle left

by appreciating the work of his mind

the house." He poured out a story that

and taking a step forward.

didn't even ask with a dry look on his

of
ticks

blinking
have

motion

and

worsened.

"My

expression. "I'm going to cook today so
I need a lot of cooking tools. It's food
for turtles." He brought the turtle food
in a paddle. He covered the turtle with
sand. "Teacher, let's find out. I'll hide it
first, so the teacher will find it. You
<Figure 3>

<Figure 4>

only

In <figure 4>, as soon as he entered
the 13th episode, he ran to the box,
touched

it

like

greeting

sand,

and

hurried back and forth to the small
shop, saying he had something to take.
The railroad was carefully assembled,
placed in the center, and connected to
the railroad, saying that there should
be a bridge. I made a fence in the
railroad and brought a turtle. "This is
where turtles live. The bottom of the
center is a sleeping area and the front
of the waterfall is a resting place. The
turtle in the sand is resting. The turtle
is taking a good rest and is going to
swim when it gets out. "There's a lot
of

food

in

the

food

store(center

have

three

chances."

The

counselee frequently suggested a game
of hiding and finding. He was proud to
find props hidden in the sand, as if he
had

found

treasure.

In

Indian

mythology, the researcher thought that
the figure of a counselee was like a
tortoise

climbing

up

a

mountain

of

Mandara that sank deep into the sea on
his back.
<Figure 6> is the 39th work that it
has been while after repeating a hiding
and

catching

game.

"I'm

going

to

decorate the hotel today," he said. "Is
there anything I can use it to build the
wall? If not, I'll use a fence." I made a
wall with a fence. I put furniture in
each place and brought people. "I'm
sorry," he said with a cool smile when

below)".
In <figure 5> is a work of the 14th
episode. The counselee busily touched

he broke a leg of a doll while bringing
the doll. He brought a cast-carrying
prop and tried to match it on it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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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and he laughed and said, "It doesn't

from pre-examination. Lava flowed and

fit." "This is a hotel. People came to

the house where the dog lived changed

pee. There's everything you need here.

into a human house. It made me feel

There's a new turtle. You can't leave

that the house of the spirit of the

the turtle out of this place. I really like

counselee was developing. The tree is

this turtle, too. "Turtle also needs to

smaller than the pre-inspection, but it

rest at a luxurious hotel," he explained

looks like a tree. He said the tree is

me of his work.

one year old. It's a newly born tree. A

As the session progressed, the host

human was expressed in a more human

was often seen trying to fix the broken

look than a pre-examination. It made

props. Isn't it like he's healing and

me feel that the self-image was getting

cleaning

stronger and healthier little by little by

counselee

up

his

own

self?

The

looked

like

building

a

little.

luxurious inner house, building up his
Pre

foundation like a turtle.

Post

Ho
us
e

<Figure 5>

<Figure

<Figure 6>

7>

is

an

HTP

Tr
pre-post

ee

examination. In the pre-inspection of
the temple, the counselee painted a
house filled with lava and flames. It's a
dog's house and I don't want to live.
The living person died and became a
skeleton."

However,

post-examination

shows

the
that

it

is good, in the meadow, and made of
wall stones. He also said that he needs
people.

With

a

picture

of

rs
on
1

is

someone else's house, the atmosphere

nine

Pe

Pe
rs
on
2

the

house, I could figure the clea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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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 is said to be a symbol of self,
a

combination

and

China, and Korea, turtles have been

unconsciousness, indicating the possibility

regarded as the basis of the world, the

of starting a new life (Jang, 2012). As

universe itself, the role of conveying

counseling progresses, the number of

God's will to humans as a carrier of

times a student socializes with friends

humans and gods, and as a symbol of

in school increased from one to three

wisdom

times a week to one to two times a

heaven and earth as a divine animal

day,

he

symbolizing longevity. Turtles have also

homeroom

been regarded as an object of faith and

According to

have been recognized as an animal that

and

receives
teacher

of

consciousness

Since ancient times, such as India,

the

number

praise

from

also

of

times

his

increased.

that

knows

praised once or twice a day. And he is

addition, the turtle was regarded as a

adapting himself by bringing his friends

god or a lion of God that connected the

to the counseling office and introducing

world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m to researcher.

as a characteristic of moving between

showed

an

appearance.

unself-established

During

the

sand

play

therapy, the counselee seemed that he

of

humans.

of

informs

and

future

secrets

the homeroom teacher's report, he got

The counselee was confused internally

the

the

In

land and sea. These symbols of turtles
are

well

illustrated

in

the

tales

of

"Gujiga" and "Baridegi".
In the 'Gujiga', which was lit in a

was re-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hamanistic

his

and

appearance of the king, the turtle was a

adjusting to school life by having an

carrier of the people's will to call for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turtle. I

the appearance of a sacred county state

felt

to God, and Gujibong became a sacred

inner

that

world

the

supporting

by

adjusting

counselee

an

unstable

as

a

turtle

mountain

in

Chinese mythology. For him, the turtle
symbol

was

a

unconscious

resource

supporting an unstable self.

suggestion

about

the

place and became a symbol of the god
Jimosin.
In the shamanistic tale "Baridegi," the
turtle is the envoy of the Dragon King
and serves as a messenger of God who

Discussion

shares the path of first hardship for a
female hero.

Through the symbol of turtles in tales

It

also

shows

the

symbolism

of

and culture, this study examines how

consistency and sincerity in the aspect

the

of

turtle

in

the

sandbox

accompany the inner journey.

would

performing

one's

mission

without being slow but tactful.

- 41 -

work

(Translated reference materials) A Study on the Symbolism of Turtles in Child's Sandplay

Turtle, which has been worshipped as

울: 학지사.

a command, is regarded as a sacred

김영희 (2005).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animal because it symbolizes the west

‘거북’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

eternity and auspiciousness, and as a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idge

between

unconsciousness

and

김창환 (2015). <구지가>의 인도 신화적

consciousness.

요소 고찰. 도남학보, 25(0), 49-75.

The turtle, which appeared in the work

김태곤, 최운식, 김진영(1988). 한국의 신

during sand play therapy, served as a
bridge of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화. 서울: 시인사.
김화경 (2015). 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and provided a strong support for the self
of the person in charge, which made us

서울: 새문사.
도현신 (2018). 중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feel the symbolism.

서울: 생각비행.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박현순 (2005). 수로왕 탄생신하의 심리학

examine the journey of the turtle with

적 해석 :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심

the narrator through a symbol of turtle

리학회지: 일반, 24(1), 75-95.

in tales and cultur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ales

and

소노자키 토루 (2000). 환수드래곤[幻獸ド

culture

symbolized the foundation or foundation

ラゴン]. (임희선 역). 경기: 들녘
엄기표 (2003). 新羅 雙身頭 龜趺에 대한

of the world and symbolized the divine
being as a carrier of God. There was

고찰. 文化史學, 0(19), 97-123.
요시다 아츠히코 (2010). 세계의 신화전설.

also a symbol of wisdom that held the

(하선민 역). 서울: 혜원출판사.

secrets of the universe as a reward for

오세정(2001). 주술가요(呪術歌謠)의 제의

longevity and redemption. The turtle,

적 상징 : <구지가>, <도솔가>를 대상으

which appeared in the work of the

로. 시학과 언어학, 2, 203-229.

counselee during the sand play therapy
process,

showed

the

aspect

of

오유미 (2001). 중국 뱀 신화의 상징성 연

the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ward and punishment based on the

유경환 (1998). 구지가에 나타난 거북의

solid foundation of the inner foundation.

상징적 의미와 기능. 어문연구, 26(2),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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