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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펜싱선수의 수준별 체격 및 체력비교

정진욱, 이기혁

한국스포츠개발원

서 론

펜싱경기는 고대서양의 검술에서 유래되었으며 공격의 유효면과 검

의 공격방법 등에 따라 플러레(Foil), 에빼(Epee), 사브르(Sabre) 3가지 

종목으로 구분되며 종목에 따라 15점을 먼저 선취하거나 3분 3회전에 

많은 득점을 따내는 자가 승리한다[1]. 펜싱경기는 1.8-2 m의 폭과 14 m 

길이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공수전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

고 순간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서 공격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 파워뿐 아니라 반응시간이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꼽힌다[1,2]. 또

한 경기 시 짧은 시간 동안 득점하기 위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므로 무산소성파워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3,4].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펜싱경기에서 공격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찌르기 동작인 팡트(Fente) 동작을 잘 수행해야 한다. 펜싱에

서의 득점은 1/25초의 시간차로 가려지기 때문에 팡트동작을 통한 공

격은 과감하고 빠른 판단력을 요한다[1]. 또한 앞쪽 다리를 앞으로 내

딛는 동시에 뒤쪽의 다리를 펴주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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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between Different Level in Korea Elite 
Fencers
Jin-Wook Chung, Ki-Hyu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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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fencers of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on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METHODS: Forty six elite fencers participated to this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by gender and level (National 
Group; NG, Reserve Group; RG). The analysis factors were physique and physical fitness. Independent t-test with SPSS 23.0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SULTS: In male fencers, weight (p<.05), %fat (p<.01), BMI (p<.05), chest (p<.001), waist (p<.01), hip (p<.05), upper arm 
(p<.001), and forearm (p<.01) in physique, back (p<.001) and grip (p<.001) strength, change step jump (p<.001), front & back step 
(p<.01) in agility, reaction time (p<.001), front (p<.01) and back (p<.05) ankle ROM in flexibility, absolute peak power (p<.01) and 
relative average power (p<.05) in anaerobic power were significantly high in NG compared to RG. In female, upper leg (p<.05) in 
physique was significantly high in RG compare to NG whereas back (p<.05) and grip (p<.05) strength, sit up (p<.001) in muscle 
endurance, change step jump (p<.001), front & back step (p<.01) in agility, reaction time (p<.001), back ankle ROM (p<.05) in flexi-
bility, relative peak power (p<.01) in anaerobic power were significantly high in NG compared to RG.

CONCLUSIONS: NG fencers were bigger than RG in male whereas no differences in female and NT has higher physical fitness com-
pare to RG. Thus, there seems to be a strong relationship among physique, physical fitnes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and 
physical fitness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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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이동할 수 있는 민첩성과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순발력, 검

을 최대한 멀리 뻗어 공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상, 하체의 신전능력과 

유연성이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5,6].

특히 엘리트선수들의 경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7-9], 이를 위해서는 세부종

목별, 성별, 수준별 체력수준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엘리

트선수들과 준 엘리트선수들과의 체격 및 체력을 비교한 외국의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엘리트선수들이 준 엘리트선수들에 비하여 체격이 

크며 펜싱과 관련된 민첩성과 순발력 등의 체력요인들이 우수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4,10].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펜싱경기에 있

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체력요인만을 선수들의 수준에 따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종합적인 여러 체력요인들을 비교한 연구

는 부족하다[11,12].

한편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 체격과 체력요인은 각 종목에 있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 또

한 각 종목에서 요구하는 체격과 체력요인의 특성은 다르며 체격과 체

력요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나이대도 상이하다[14]. 펜싱은 최상의 경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대의 폭이 비교적 넓은 종목으로 나이대

에 따른 펜싱선수들의 체격 및 근면적을 살펴본 결과 18-20세 그룹과 

20대 이상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15]. 한편 나이에 

따라 한국인의 근력과 유연성은 20대 후반에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

지만 순발력, 민첩성, 반응시간, 유연성 등의 경우 20대 초반에 최고의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6], 선수의 경기력 수준 및 연

령에 따른 펜싱선수들의 체격 및 체력적인 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펜싱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웨이트트레

이닝을 통한 펜싱동작 수행시간개선에 관한 연구[17],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통하여 펜싱선수들의 순발력과 민첩성의 유의한향상을 확인

한 연구[18], 필라테스, 코어 및 하지근육 강화훈련 등이 포함된 복합훈

련을 통한 펜싱선수들의 근육 불균형개선에 관한 연구[19]등, 펜싱동

작 분석이나 트레이닝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펜싱종목선

수들의 특성은 과거 10년간 국가대표펜싱선수들의 종목에 따른 체격 

및 체력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20] 수준에 따른 펜싱선수들 

간의 체격 및 체력을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펜싱국가대표와 후보선수들을 대상으로 체격 

및 체력을 비교하여 펜싱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특성을 검토하여 트레

이닝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목

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남녀 펜싱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종목의 구분없이 국가대

표그룹과 후보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항목 및 방법

국가대표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 사이의 펜싱 특이적 체력요인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체격(키, 체중, 체지방률, 둘레)과 체력(근력, 근지구

력, 민첩성, 반응시간, 유연성, 무산소성 능력)을 측정하였다. 국가대표 

그룹과 후보 그룹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장비로 측정을 실시하

였으며,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체격

(1) 신체구성

신체구성은 체성분 분석기(X-SCAN PLUSⅡ, Jawon Med, Korea)를 

이용하여 체력측정 전에 신장,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를 측정

하였다.

(2) 둘레

둘레는 숙달된 계측자가 Martin 측정기(Takei, Japan)를 이용하여 서

있는 자세에서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

게 한 뒤 상지와 하지의 경우 주로 쓰는 팔과 다리를 기준으로 가슴, 허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Height (cm) Weight (kg) Fat (%) BMI (kg/m2) Age (year)

Male NG 22 179.19±5.71 75.44±7.34 13.82±2.33 23.44±1.39 25.27±4.29
RG 24 177.53±4.13 70.15±5.80 11.72±2.38 22.24±1.80 17.96±0.61

Female NG 24 166.00±4.39 58.59±5.57 22.85±3.34 21.24±1.63 26.13±3.53
RG 24 166.07±5.60 61.24±7.70 24.84±6.20 22.18±2.16 17.92±0.81

Values are means and SD.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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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엉덩이, 위팔, 아래팔, 허벅지, 종아리의 둘레를 측정하였다. 

2) 체력

(1) 근력

근력의 측정은 악력과 배근력을 사용하였다. 악력은 각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손을 악력계(TKK-1270, TAKEI, Japan)를 이용하여 검지손

가락의 제2관절이 거의 직각으로 되도록 쥐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 

후 최대의 힘을 발휘하도록 측정하여 좋은 기록을 kg 단위로 기록하였

다. 배근력은 배근력계(TKK-1270, TAKEI, Japan)를 이용하여 무릎과 

팔을 펴서 손잡이를 잡고 선 후 전사각을 30° 정도 기울여 힘을 발휘

하도록 하여 1회 실시하며,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윗몸 일으키기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윗몸 일으키기 측

정은 측정대에 바르게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을 고정시킨 

후, 상체를 등에 완전히 닿은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측정은 총 1분 동

안 실시하였으며, 1분간 실시한 최대 횟수를 기록하였다.

(3) 민첩성

민첩성은 30초간 발바꿔뛰기, 전후스텝을 측정하였다. 30초간 발바

꿔뛰기는 가로 세로 30 cm 정사각형에서 전후, 좌우로 발을 정확하고 

빠르게 교차하여 30초간 움직인 것을 측정하였다. 정사각형 밖으로 발

이 벗어났다가 다시 발이 모아지는 것을 1회로 간주하였으며, 발이 정

확하게 정사각형 밖으로 나갔다가 정사각형 안으로 모여야 개수를 인

정하였다. 전후스텝은 발판의 중앙에서 어깨너비 정도로 양발을 벌리

고 선후, ‘시작’과 함께 2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양다리를 앞, 뒤로움직

이게 하여 양발이 바닥에 표시된 좌, 우선을 넘도록 하였다. 측정은 20

초 동안 양발이 좌, 우, 중앙선을 넘은 최대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4) 반응시간

반응시간은 2-3 m 전방에 전신반응측정기(YACAMI, Japan)를 설치

한 뒤 발판 위에 두발을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채 대기한 상태에

서 소리가 나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발판에서 점프하여 두발을 발판

바깥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총 3회 측정하여 중간 값을 기록하였다.

(5) 유연성

유연성은 좌전굴, 체후굴, 그리고 발목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

다. 좌전굴은 WL-35 (YAGAMI, Japan)을 이용하여 2회 실시한 후 좋은 

기록을 cm 단위로 계측하였으며, 체후굴은 Backward Flex Meter (TKK-

1860, TAKEI, Japan)를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로 허리 뒤에서 양손을 잡

고 힘껏 상체를 뒤로 젖혀 턱에서부터 바닥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

며, 2회 실시하여 좋은기록을 택하였다. 발목의 관절가동범위는 각 개

인의 펜싱의 기본자세에서 앞발과 뒷발을 구분한 후, Goniometer를 

사용하여 기준점을 외측복사뼈로 잡고 기준선을 외측상과에, 동작선

은 발바닥과 평행으로 맞추었다. 발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배측굴

곡의 각도를 측정하고, 최대한 발을 펴서 저측굴곡을 측정한 후 측정

된 저측굴곡 값을 배측굴곡 값으로 빼서 기록하였다. 

(6) 무산소성파워

무산소성파워 및 파워지구력의 평가는 윈게이트테스트를 실시하였

다. 자전거에르고미터(Monak 828E, Swede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자전거에르고미터에서 2분간 가벼운 페달링을 통해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설정된 부하로 일정한 속도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 신호와 

함께 30초간 전력으로 페달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측정 후에는 소프

트웨어에 자동으로 산출된 최대 무산소성파워(Peak Anaerobic Power-

W/kg, Watts), 평균파워(Mean Power-W/kg, Watts)를 기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SPSS WIN 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측정된 체력요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남녀 

각 그룹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차는 독립t-검증(independent t-

test)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모든 자료분석의 통계적 검증의 유의

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펜싱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체격 및 체력을 검토하기 

위해 남녀 국가대표펜싱선수들과 후보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

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격

(1) 신체구성

신체구성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체구성은 남자선수의 경

우 체중(p< .05)과 체지방률(p< .01), BMI (p< .05)에서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둘레

둘레의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선수의 경우 국가대표그룹

이 후보그룹보다 가슴둘레(p < .001), 허리둘레(p < .01), 엉덩이둘레

(p< .05), 위팔둘레(p< .001), 아래팔둘레(p< .01)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여자선수의 경우 후보그룹의 허벅지둘레(p< .05)가 국

가대표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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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력

1) 근력 

근력을 알아보기 위한 배근력과 주손의 악력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녀 선수 모두에서 배근력(p< .001, p< .05)과 악력(p< .001, p< .05) 

모두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을 알아보기 위한 윗몸일으키기의 측정결과는 Table 5와 

Table 2.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Height (cm) NG 22 179.19±5.71 2.047 .273 24 166.00±4.39 .813 .983
RG 24 177.53±4.13 24 166.07±5.60

Weight (kg) NG 22 75.44±7.34 1.753 .011* 24 58.59±5.57 2.779 .221
RG 24 70.15±5.80 24 61.24±7.70

Fat free mass (kg) NG 22 64.93±5.98 1.120 .059 24 45.10±3.66 .972 .600
RG 24 61.87±4.71 24 45.82±5.56

Fat (%) NG 22 13.82±2.33 .635 .005** 24 22.85±3.34 12.241 .196
RG 24 11.72±2.38 24 24.84±6.20

BMI (kg/m2) NG 22 23.44±1.39 1.147 .018* 24 21.24±1.63 .954 .121
RG 24 22.24±1.80 24 22.18±2.16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Table 3. Comparison of body circumferences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Chest(cm) NG 22 91.55±4.48 .724 .000*** 24 84.45±3.50 1.603 .525
RG 24 85.18±3.90 24 83.69±4.62

Waist (cm) NG 22 77.99± 4.60 .219 .006** 24 71.99±4.53 5.103 .437
RG 24 74.14±4.48 24 73.20±6.53

Hip (cm) NG 22 96.17±4.98 .136 .030* 24 92.32±5.25 1.635 .538
RG 24 92.88±4.99 24 93.60±8.67

Upper arm (cm) NG 22 29.53±1.71 .296 .000*** 24 24.75±1.89 .835 .890
RG 24 27.31±1.72 24 24.83±2.06

Fore arm (cm) NG 22 26.65±1.22 .201 .004** 24 22.73±1.08 1.364 .116
RG 24 25.53±1.30 24 23.33±1.45

Upper leg (cm) NG 22 59.13±3.45 .226 .148 24 56.69±2.71 6.049 .027*
RG 24 57.53±3.89 24 59.00±4.16

Lower leg (cm) NG 22 37.10±1.56 1.458 .354 24 34.20±1.78 5.312 .363
RG 24 36.58±2.14 24 35.02±4.00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Table 4. Comparison of muscle strength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Back strength (kg) NG 21 141.10±19.05 .861 .000*** 24 85.83±15.38 .476 .049*
RG 24 119.94±15.74 24 77.50±13.15

Hand grip strength (kg) NG 22 53.05±4.59 .139 .000*** 24 37.18±9.62 9.231 .026*
RG 24 45.45±5.43 24 32.12±4.79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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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남자선수들에서는 그룹 간 근지구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선

수들 간에는 여자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 .001).

3) 민첩성

민첩성을 알아보기 위한 발바꿔뛰기, 전후스텝의 측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녀선수 모두에서 발바꿔뛰기(p< .001, p< .001)와 전후스텝(p< .01, 

p< .01)은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반응시간

반응시간은 소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남녀 모두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능

력을 나타냈다(남: p< .001; 여: p< .001). 

5) 유연성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한 체후굴, 체전굴 그리고 기본자세에서 앞발

과 뒷발의 발목각도의 측정결과는 Table 8과 같다. 남자선수들에서는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endurance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Sit-up (rep/min) NG 19 54.69±11.43 3.926 .093 23 51.00±8.03 1.365 .000***
RG 24 49.46±7.23 24 39.50±9.21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Table 6. Comparison of agility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Change-step jump (rep/30sec) NG 24 67.90±3.83 1.648 .000*** 24 64.54±4.94 1.049 .000***
RG 23 59.29±5.14 23 58.22±5.85

Front & back step (rep) NG 23 51.71±4.19 .226 .001** 24 48.79±2.60 7.057 .002**
RG 24 47.42±3.84 23 43.57±6.75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Table 7. Comparison of reaction time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Reaction time to sound (sec) NG 24 0.236±0.032 .954 .000*** 24 0.269±0.033 1.048 .000***
RG 24 0.311±0.040 24 0.335±0.042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Table 8. Comparison of flexibility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Trunk backward extension (cm) NG 22 57.02±1.00 2.114 .417 23 58.98±4.93 2.353 .291
RG 24 59.27±8.44 24 57.26±6.02

Trunk forward flexion (cm) NG 22 13.80±11.56 4.569 .425 23 22.79±6.84 .575 .063
RG 24 16.11±7.09 24 18.75±7.68

Front Ankle ROM (°) NG 22 72.45±7.66 .769 .004** 23 81.96±7.40 2.025 .250
RG 24 65.92±6.70 24 78.17±14.13

Back Ankle ROM (°) NG 22 72.95±6.59 .038 .032* 23 79.25±8.50 2.500 .038*
RG 24 68.38±7.40 24 73.38±10.50

*p<.05, **p<.01,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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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후굴, 체전굴의 경우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앞발(p< .01)과 뒷발(p< .05)의 발목의 가동범위는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선수들의 경우 

뒷발의 발목가동범위만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큰 것

으로 나타났다(p< .05). 

6) 무산소성 파워

무산소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절대최고파워(W) 및 평균파워값

(W), 상대최고파워(W/kg) 및 평균파워(W/kg), 값의 측정결과는 Table 

9와 같다. 남자선수들에서는 절대최고파워(W) (p< .01) 와 상대평균파

워값(W/kg) (p< .05)에서 후보그룹이 국가대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선수들은 상대최고파워값(W/kg) (p< .01)에

서만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펜싱선수들의 나이와 수준에 따른 체격과 체력요인들의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선수선발 및 트레이닝프로그램의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남녀 펜싱선수들을 국가

대표 그룹(남: 25.27세, 여: 26.13세)과 후보 그룹(남: 17.96세, 여: 17.92세)

으로 나누어 체격 및 체력을 비교하였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신체구성 및 체격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13,15]. 특히 펜싱경기는 주로 한쪽 팔

과 다리를 사용하게 되는 편측 운동으로 선수들의 주측의 상완과 대

퇴의 둘레가 비주축의 상완과 대퇴의 둘레보다 크며[1,15], 선수들의 체

격적인 특성이 세부종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본 연

구에서는 신장은 남녀 선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자 선수들의 경우 체중, 체지방률, 체질량지수에서 국가대

표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슴과 허리, 엉덩이, 상완, 전완 둘레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후

보 선수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둘레가 근육의 

면적을 반영하며, 둘레가 크면 근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21,22] 국가대표 선수들과 후보선수들의 경기력 

차이는 체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선수들

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신장과 체중, 체지방율 

등은 오히려 후보 선수들에게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둘레 

또한 대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후보 선수들이 오히려 대

표 선수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체격보다는 경력이나 기술 및 체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근력은 펜싱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될 체력요인으로 근력의 증가는 근지구력 및 근파워의 증가 뿐

만이 아니라 민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따

라서 근력이 뒷받침 되어있어야 운동선수들의 경기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펜싱종목에서도 근력은 파워 및 민첩성을 발휘하기 위한 중

요한 체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근력을 비교하

기 위하여 배근력과 악력을 측정하였는데, 배근력과 악력은 등의 근력

과 손의 쥐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전신의 근력을 반영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7,28]. 또한 펜싱은 종목에 따라 검을 쥐고 상대방

의 유효면을 찌르거나 베는 공격동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악

력의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국가대표그룹이 후보그룹에 비하여 배근력과 악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펜싱선수들에게 12주간의 근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반

응시간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온 연구결과[2] 등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근력은 펜싱에 필요한 체력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근지구력은 펜싱선수들의 연속동작수행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근지구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9. Comparison of anaerobic power between national team and reserve tea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N Mean±SD F p N Mean±SD F p

Peak power (W) NG 13 1120.49±126.16 .416 .005** 20 588.21±73.14 .013 .143
RG 24 991.66±103.22 24 554.82±74.60

Average power (W) NG 13 697.92±88.51 1.090 .552 20 362.00±46.94 .043 .288
RG 24 680.78±69.58 24 378.78±56.47

Peak power (W/kg) NG 13 14.72±1.02 .156 .120 20 9.92±0.70 2.821 .002**
RG 24 14.15±1.06 24 9.09±0.99

Average power (W/kg) NG 13 9.16±0.66 2.791 .018* 20 6.10±0.47 .536 .598
RG 24 9.70±0.48 24 6.18±0.52

* p<.05, ** p<.01, ***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NG, National Fencers Group; RG, Reserve Fence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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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를 측정한 결과 남자 선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반면, 여자 선수들에서는 대표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싱은 14 m의 피스트에서 전후로 

움직임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근지구력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근력

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펜싱 특이적 훈련프로그램이 고안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펜싱의 경기력과 연관된 대부분의 연구는 민

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훈련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12,26]. 또한 반응시간은 협응성과 관련이 있으며 엘리트

그룹이 준 엘리트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근육의 활성이 시작되는 시

간이 빠르며 근육의 협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본 연구

에서는 민첩성과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바꿔뛰기와 전후스

텝,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민첩성과 반응시간은 모든 항목에서 남녀 

모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후보 선수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방향을 바꾸어 상대를 공격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펜싱에서 민첩성과 반응시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hoi & Park [18]은 펜싱선수에게 있어 플라이

오메트릭훈련이 비교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민첩성과 순발력을 향상시

켜줄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민첩성과 반응시간은 펜싱선수들의 경기력을 결정짓는 체력요인

으로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꼭 추가적 체력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펜싱선수들의 수준에 따른 유연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연

성의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사용되고 있는 체전굴과 체후굴 그리고 펜

싱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들과 관련이 있는 발목의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발목의 유연성은 기본적인 공격동작인 팡트동작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안정적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능력에 있어서 

필요한 체력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요인을 측정한 결과, 남자그

룹들 간에 앞발과 뒷발의 유연성에 있어 국가대표그룹이 후보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그룹들 간에 있어서는 뒷발의 유

연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펜싱선수들의 운동수행력

과 유연성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는 선행연구[5]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Oh et al. [6]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팡트동작 시에는 신체중심

을 낮게 해줌으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뒤쪽의 다리를 크게 

펴주는 것이 빠르게 신체의 중심을 이동하는데 유리하며 좌우의 흔들

림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목의 가동범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경기력과 관

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펜싱종목 간의 유연성을 비교한 연구[20]에서는 

남자선수들의 경우 발목가동범위에서 플러레선수들이 사브르와 에페

선수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선수들의 경우는 

플러레선수들이 사브르선수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

목에 따라 유의하게 유연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목에 따

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유연성은 선수들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안정적인 중심의 이동을 위

해 유연성 훈련은 펜싱선수들의 체력 훈련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려되어

야 할 체력요인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체전굴이나 체후굴의 경우는 경기력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발목의 가동범위가 오히려 경기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체력훈련 시 대근육의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발

목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펜싱의 공격동작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분 3회전 동안 순간적인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해야 하는 펜싱경

기에 있어서 무산소성 능력 또한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3,4]. 선행연구에서는 펜싱연습경기 상황에서 경기 중과 휴식 중의 펜

싱선수들의 젖산을 측정한 결과 안정 시에 비하여 유의하게 젖산치가 

증가하여 무산소성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3], Turner et al. [4]도 

펜싱선수들에게 있어서 무산소성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산소성 파워는 종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29]와 종목 

간에 절대평균파워 값에 있어서만 유의한차이를 나타낸다는 보고[20] 

등 종목간 연구는 다소 수행되었으나 경기력과 나이에 따른 무산소성 

능력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준에 

따른 무산소성 능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남자선수의 경우 절대최

고파워 값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후보선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 상대평균파워에서 후보선수들이 국가대표선수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소성 파워는 체중과 근력과도 관계가 있는

데[30], 본 연구에서 남자선수들의 경우 대표팀 선수들의 체중이나 근

력이 높은 것이 체중과 상관없는 절대최고파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후보선수들의 경우는 체중을 고려했을 때

에는 평균파워에서 대표팀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펜싱이 

체급경기가 아닌 만큼 최고파워를 끌어올리는 것이 경기력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의 경우 절대파워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최고파워 값에서만 국가대표선

수들이 후보선수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 후보 선수들의 체격이 약간 큰 것이 대표팀과의 차이를 

줄인 것으로 생각되나 체중을 고려하면 최고파워에서는 국가대표 선

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최고파워를 내는

데 체격보다는 기술이나 다른 체력요인 등 기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펜싱경기에 있어 무산소성 능력은 종목 간에 

있어서 특이적 체력요인이지만 경기력 수준에 따른 무산소성 능력의 

차이는 앞으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체격에서는 남자선수들의 경우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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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수들의 무게가 많이 나가며 상체의 둘레가 크고, 여자선수들의 경

우 신체구성 및 상체에는 차이가 없으며, 허벅지둘레에서 후보선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력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대표선수

들이 후보선수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력과 유연성

은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능력을 나타내고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은 20대 초반이 가장 높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국내 19세 이상 일

반성인의 체력요인들을 비교한 결과[16]와 비교할 때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국가대표선수들의 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녀선수들의 신장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점과 신체구성 변인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후보선수들의 체력훈련시간이 국가대

표선수들에 비해 적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

자 선수들의 경우 제지방체중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표 선수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

는 둘레, 및 근력 등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체력훈련

을 통한 체격향상 및 경기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후보선수들의 체력훈련프로그램 적용효과 및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 차이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펜싱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특이적 체격과 체력요

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엘리트 펜싱선수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력 수

준에 따라 국가대표그룹과 후보그룹으로 나누어 체격과 체력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체격에 있어 남자펜싱선수들은 경기력 수준에 

따라 가슴, 허리, 엉덩이, 위팔, 아래팔의 둘레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에 있어서는 남자선수들의 경우 근력, 민첩성, 반응시간, 

앞발과 뒷발의 발목가동범위, 절대최고파워, 상대평균파워에서 국가

대표선수들이 후보선수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자선수들의 경우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반응시간, 뒷발의 발목가동범

위, 상대 최고파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남자선수들은 국가대표선수들이 체격 및 체력 면에

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선수들은 체격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선수들의 체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본 연구는 인원수와 대상의 제한으로 선수들의 나이와 경력 

그리고 종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준을 단순히 남녀 국가대표그

룹과 후보그룹으로 나누어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므

로 향후 메달리스트와의 비교 및 성별의 차이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한 수준별, 성별로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체격 및 체력요인을 찾아

내고 이를 활용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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