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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기간 및 장소 

ㅇ 검정시설   

구분 지역 검정일시 장소 연락처 주소

2급
전문

서울 6.23(금)
09:00～18:00

서울시청
펜싱장

02-3431-735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잠실
제1수영장 건물 2층

ㅇ 시험장소 선정 기준 

-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험관리의 편의성과 펜싱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 선정 

ㅇ 장소운영 예상 도식도 :

   

(실기/구술시험장)

심사위원 A, B, C 

응시자 대기석

J J J 삐스트(경기대)*심판기

J 응시자 1 / J 운영요원 1

J 운영요원 2
J 운영요원3

J 운영요원 5 J 운영요원 4 J 응시자 대기석

é ê

(입구) (출구)

2. 실기검정 소요장비

- 주관단체 준비사항 : 실기/구술시험 장비 및 물품 일체 준비

- 지원자 준비사항 : 실기 응시자 펜싱 개인장비 일체 준비 



3. 실기평가 영역

ㅇ 기술분류 

대분류 세부 기술
펜싱의 기초기술

❍ 자세
(몸자세/칼의 자세)

❍ 프레빠라시옹
(준비동작)

펜싱의 기초기술
- 몸자세 : 살륏(인사), 엉-가르드(시합자세)
칼의 자세 : 앙가즈망, 상제망

- 이동에 의한 기술
데쁠라스망 : 마르쉐, 봉 아방, 빠스 아방,
르트레트(롱쁘르, 봉 아리 에르, 빠스 아리에르)
아뻴, 글리스망 : 지면에서의 발 움직임

- 칼 동작에 의한 기술
1. 아따끄 오 페르, 프리즈 드 페르 등
- 아따끄 오 페르 : 바뜨망, 프레시옹, 프롸스망
- 프리즈 드 페르 : 오뽀지숑, 리망, 크르와제,
엉벨로쁘망

2. 상대 칼과의 접촉 없이 : 페인트, 압상스 드 페르,
유인(엥비뜨),포스 아따끄(가공격)
공격을 실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소위
프레빠라시옹 다따끄(공격준비동작)라고 한다. 프레빠라
시옹 다따끄는 상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유
도
- 수비반응 (빠라드 내지는 후퇴)
- 공격반응 (프레빠라시옹에 대한 아따끄)
- 역공격 반응 (꽁뜨르 아따끄)

펜싱의 전문기술
❍ 공격(offensive)

펜싱의 전문기술
- 아따끄
*단순 : 직접(꾸 드르와), 간접(꾸뻬, 데가즈망)
*복합 :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페인트가 선행 (윤-두,
윤-두-트르와, 드쑤-드쒸 등)

*칼에 대한 동작(아따끄 오 페르, 프리즈 드 페르)과 함께
프레빠라시옹 후에,
상대의 프레빠라시옹에 대하여,
프레빠라시옹 없이
- 리뽀스트: 빠라드를 한 후에 던져지는 공격행위이다
*즉각적으로(이메디아뜨)
*멈칫거리는 시간이 있은 뒤에 (아 땅 뻬르뒤)
*제자리서 또는 움직이면서, 단순하게 (직접내지는 간접적으
로), 또는 복합적으로 (한번 또는 두 번 이상의 페인트가 선
행된), 또는 칼에 대한 동작이 선행되면서 행하는 동작.
- 꽁뜨르 리뽀스트 : 상대의 리뽀스트를 막은 후에 행해
지는 공격동작.



대분류 세부 기술
- 바리에떼 닥숑 오팡시브 (공격의 변형된 동작들)
아따끄나 리뽀스트, 꽁뜨르 리뽀스트, 또는
꽁뜨르-아따끄 후에 던져지는 공격동작들.
르프리즈, 르미즈, 꽁뜨르-땅

❍ 수비(Defensive) - 빠라드 : 자신의 칼로 상대의 칼을 걷어 내기 위한 동작.
*단순 : 측면, 회전, 대각선, 반회전
*복합 : 두개 이상의 빠라드의 혼합

- 빠라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뒤딱 (상대칼을 '딱' 소리나게 막는다는 뜻에서 '뒤딱'

이라 함 : 일반적인 빠라드를 지칭)
*오뽀지숑
*엉 세당
*빠라드는 제자리서, 팡트 상태에서, 또는 이동 동작과

동반되어 실행될 수 있다.
- 에스뀌브 : 몸의 빠른 이동을 통해 상대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 르트레트 : 뒤로 이동하는 동작.

❍ 역공격
(contre-offensive)

- 아레 : 칼의 접촉 없이, 칼의 접촉과 함께 (오뽀지숑,
엥떼르셒숑)

- 데로브망 :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칼에 대한 동작에
앞서거나, 동반되어서 행해 질 수 있다.

- 르미즈 : 상대의 리뽀스트나 꽁뜨르 리뽀스트에 대하여
행해지는 역공격행위.



ㅇ 실기평가 영역  

영역 내용 평가기준
펜싱의
기초기술

- 준비동작
(몸자세,
칼의 자세)

- 이동기술

(10점)

인사(살륏) 및 (준비자세)
엉-가르드

상대 칼에 대한 동작

데쁠라스망(전진동작과 후
퇴동작)
데벨로쁘망(팔을펴고 팡트)

① 인사(살륏) 및 엉-가르드(시합자세 취하기)
② 린느에서 앙가즈망 취하기, 앙가즈망
바꾸기

③ 아따끄 오페르 동작 실행하기
프리지 드 페르 동작 실행하기

④ 마르쉐, 롱쁘르, 봉 아방, 봉 아리에르,
빠스아방, 빠스 아리에르 동작 실행하기

⑤ 팡트, 마르쉐 팡트 발레스트라 팡트 동작
실행하기

* 펜싱의 기초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
사할 수 있는지 평가(자세 또는 대전시범 평
가)

공 격
offensive
(오팡시브)

(30점)

공격행위
(아따끄)

① 단순공격(꾸 드르와, 꾸뻬, 데가제망)
동작 실행하기

② 공합공격(윈-두, 윈-두-트르와, 드쑤-드쒸)
동작 실행하기

③ 칼에 대한 동작 공격(아따끄 오페르,
프리즈 드 페르)동작 실행하기

* 아따끄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사 할
수 있는지 평가(자세 또는 대전시범 평가)

방어 후에 이루어지는
공격행위
(리뽀스트, 꽁뜨르 리뽀스트)

① 즉각적인 리뽀스트(이메디아뜨)
② 약간 멈칫거림이 있는 리뽀스트
(아땅뻬르뒤)

③ 움직이면서 단순하게 복합적으로 때로는
칼에대한 동작을 실행하기

④ 상대의 빠라드 리뽀스트를 재 방어 후
리뽀스트

*리뽀스트 동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
사할 수 있는지 평가(자세 또는 대전시범
평가)

상대의 방어 후 이루어지
는 공격행위에 대한 공격
의 변형된 동작
(바리에떼 닥숑 오팡시브)

공격의 변형된 동작
①르미즈
②르프리즈
③르드블망
④꽁뜨르 땅

*변형된 동작이 어떻게 상용되고 어떤 동
작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사할 수
있는지 평가(자세 또는 대전 시범 평가)



영역 내용 평가기준

수 비
Defensive
(데팡시브)

(30점)

빠라드 ➀ 프로나시옹 자세에서 빠라드 자세
4가지(1,2,3,5)동작 구사

② 슈빠나시옹 자세에서 빠라드 자세
4가지(4,6,7,8)동작 구사

③ 단순 빠라드(측면, 대각선, 회전, 반회전)
동작 구사

④ 복합 빠라드(두개 이상의 빠라드 혼합)
동작 구사

* 빠라드 자세를 정학하게 구사할 수 있
는지 평가(자세 또는 대전시범 평가)

에스뀌브 에스뀌브를 할 수 있는지 평가
(몸의 빠른 이동을 통해 상대의 꾸를 피하는
방법/다리를 모으고 몸을 틀면서 행하는 아레)
* 자세 또는 대전 시범 평가

르트레트 르트레트를 할 수 있는지 평가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뒤로의 이동
동작의 종류와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평가)

역공격
contre offensive
(꽁뜨르 오팡시브)

30점

아레 ① 칼의 접촉 없이
② 칼의 접촉과 합께
(아레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 할 수
있는 지 자세 또는 대전 시범 평가)

데로브망 / 르미즈 (데로브망 동작과 르미즈 동작을 알고 있는지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자세 및 대전 시범 평가)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능력 대체인정(생활, 유소년, 노인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고등학교 이후(고등학교 포함)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실기능력 대체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시 ‘실기능력 대체인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기간(5.29∼6.5) 내에 해당 연맹(협회)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실기능력
대체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실기능력대체인정을받는응시자도구술시험은반드시응시하여야함)

4. 구술평가 영역

ㅇ 시행방법 : 규정 3개(40점), 지도방법 2개 (40점), 태도(20점)

ㅇ 합격기준 : 70점 이상(100점 만점)

영 역 배 점 분 야
규정 40점 시설/도구, 경기운영, 반칙/페널티
지도방법 40점 펜싱의 이해와 기초기술, 공격/수비
태도 20점 복장 및 용모, 문제이해, 내용표현, 태도, 자질/자세/신념, 지도철학

* 위 내용은 구술 검정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음

※ 검정 시행기관 연락처

주관단체 연락처 홈페이지 서류제출처

대한펜싱협회 02-420-4289 http://fencing.sports.or.kr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1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