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의 기본 (Fondamentaux)
*'기본'과 흔히 말하는 '기본동작'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펜싱' 이라는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펜싱의

기본요소'라고 한다.
- 이러한 기본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어지지
않는다. 즉 기술사용이나 경기에서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기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자질들의 발달과 함께 완성되어진다.
1. 균형감각 :
- 경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균형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자세의 안정감과 근력,
그리고 시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배합능력 :
-

손,

팔,

다리

등

신체

각

부분이

펜싱

동작의

실행시에

부드럽고

조화롭게

연결(예:팔+다리:데벨로쁘망, 플레쉬,...)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 신체 각 부분의 유연함과
유연성, 그리고 근육의 이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속도 :
- 동작 실행시 순간적인 빠른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 이를 위해 힘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근육의 이완이 필수적이다.
4. 정보 포착 :
-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보고, 느껴지는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각기관에는 시각, 손의 감각, 때로 청각도 동원된다.
5. 정확성 :
-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과녁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과녁의
선택, 거리 감각, 그리고 손의 감각 등이 필요하다.
기본 요소들의 연습의 예 :
- 갸르드 자세 : 제자리에서 몸의 균형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좌우앞뒤로의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정확한 무게 중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 다리의 이동(마르쉬, 르트레트...) : 이동 중 균형과 무게 중심 유지 연습, 팔-다리의 배합 및
조정 연습, 속도 연습.
- 손과 칼의 움직임 : 움직임 중에도 무게 중심의 유지, 손의 감각훈련(칼 접촉 훈련:바뜨망..을
통해), 손의 스피드 훈련, 칼 포인트로 고정된 또는/그리고 움직이는 과녁 찌르기를 통해 정확성
연습, 펜싱 자세(1-8 자세) 연습을 통해 손-팔의 배합능력
- 과녁(고정된 또는/그리고 움직이는) 앞에서 : 팔-다리의 배합 능력, 과녁을 찌르는 순간의 손의
감각 연습, 정확성 연습.

- 거리 : 움직이는 상대에 맞추어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몸의 균형감각, 배합능력,
정확성과 정보포착의 능력을 기른다.
* 펜싱의 기본 요소들은 :
- 종목에 따라(종목별로 요구되어지는 기본요소들의 특성이 다르다)
- 찌르고자 하는 과녁과 찌르는 방법
- 관습의 존재 유무 (즉 경기의 내적 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 펜싱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훈련도 :
- 종목 : 예) 이동 동작들의 경우 사브르와 에뻬, 플러레가 각각 다소간 차이가 있다.
- 수련자의 나이 : 어린 선수의 경우 근력과 관계되는 훈련, 플레쉬 등은 훈련하기에 이르다.
- 수련자의 수준 : 전문 펜싱선수 ? or 취미로 하는 일반인 ?
- 각 개인의 신체적, 지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