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red Hutton (1839–1910)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군 왕립 제 1 용기병 연대(1st King's
Dragoon Guards) 소속 장교로, 인도에서 기병대로 복무한 바 있다. 군인으로서 당 시대의
검술을 연구하고, 영국군 훈련단(Physical Training Corps)의 자문위원으로 영국군 도검 디자
인의 자문에 참여한 적도 있으며, 영국 아마추어 펜싱 협회의 회장도 지낸 경력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어거튼 캐슬이나 리처드 F. 버튼 경의 동시대인으로, 빅토리아 시대에 잊혀진 옛
르네상스 검술의 연구를 한 서양검술 연구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당대의 (당시로는 현
대식) 검술에 관련된 여러 저술을 썼고, 르네상스 시대의 검술서(주로 마로쪼의 Opera
Nova)를 기반으로 한 옛 전통 검술에 관한 책 Old Swordplay와, 중세/르네상스 검술의 변
천과 결투 사례에 대해 다룬 책 The Sword and the Centuries - Or Old Sword Days and
Old Sword Ways 등등을 써내어 (당시 기준으로) 검술과 그 역사에 관해 상당히 정통한, 권
위있는 검객/연구가로 인식되었다.
오늘 소개할 것은 휴턴의 1889년 저서 Cold Steel: A Practical Treatise on the Sabre의 세
이버 파트다. (원래 완역의 계획이 있었으나, 본 돼지의 복귀를 기념하여 예전에 해둔 부분
만 공개함다. 다루지 못한 장봉, 단봉, 단검술 파트는 언젠가 할지도 모름)
Cold Steel은 당대의 주 백병전 무기인 세이버와 소드-바요넷(또는 단검), 장봉(그레이트-스
틱)과 단봉(바톤), 덧붙여 프렌치 소드(스몰소드 or 에페) 검술에 관한 서적인데, 18세기 영국
백소드 검술과 근대 이탈리아 듀얼링 세이버 기술을 혼합하고 마로쪼와 같은 16세기 검술
서를 일부 참고하고 있다. 찌르고 베는 한손곡도, 장봉(사실상 양손검과 쿼터스테프를 섞은
것), 단봉, (펜싱식) 단검, 찌르는 펜싱검을 두루 언급하고는 있으나 사실 단봉술, 스몰소드
같은 것은 아주 짧게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 내용은 세이버 검술이라고 보
면 좋다. 기마시의 검술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보병 검술서이며, 사용하는 세이버
는 휨이 큰 고전식의 세이버나 대형의 백소드가 아니라 훨씬 경량화된 보병용 경량 세이버
인데, 그래도 근현대 펜싱 경기의 사브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도검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검술 용어와 기초는 펜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펜싱의 기초 소양이 있다면 쉽게
익힐수 있다.
당시의 영국군 군용 무술은 많은 이에게 동시에 교습이 가능하도록 심플하고 구조화된, 일
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안전한 (스포츠화되어가는) 훈련방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군 훈련단의 감찰관이었던 George Malcolm Fox 대령은 군의 격투기 훈련으로 퀸즈베
리 규칙 하의 복싱을 도입하고 영국군 신 검술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휴턴은 현 영국군
의 신 검술 훈련 체계는 육박해서 몸싸움을 펼치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고, 적들은
신사적으로-경기규칙대로 얌전하게 싸워주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
고 형식화된 검술이 실전 고전무술의 기본에서 일탈했음을 지적하며 말콤 폭스 대령과 대립
각을 세웠었다. 휴턴 본인은 서문에서 이 Cold Steel 세이버 검술을 "당대의 단순화된 영국
군용 검술의 퇴보에 대한 경종"으로 발표했다고 쓰고 있다.
때문에 휴턴의 Cold Steel 검술서는, 현대의 펜싱 검객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전 세이버 검
술과 근현대 펜싱의 중간 쯤에 위치한다. 검술의 기초는 친숙한 근현대 펜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백소드 검술과 고전 검술을 참고하고 있으며, 고전 검술의 단검
그래플링 같은 내용도 취급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검술 교실의 신사적이고 격식있는
펜싱이 아니라 실전용의 검술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펜싱에서는 상상조
차 못할 흉악스러운 행동을 권장한다는 점도 놀랍다 - 건방진 상대는 폼멜로 콧잔등을 후려
갈겨라! 가까이 붙으면 그래플링으로 제압해라! 그래서 현대의 독자들은 펜싱을 실전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흥미로울 것이며, 옛 세이버 검술에 관심있는 사람이
라면 고전 세이버/백소드 검술과 근현대 펜싱의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보아도 괜찮은 참고가
될 것이다.
헌사에서 "내 친구 어거튼 캐슬에게 바칩니다" 라고 쓰고 있어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다... 보통 헌사는 책쓰느라 바빠서 돌보지 못한 가족에게 바치는거 아냐? ㅡ,.ㅡ;;

아니나다를까 어거튼 캐슬 역시 그의 저서(Schools and masters of fence, from the Middle
Ages to the eighteenth century)의 헌사에서 "우리가(바롱 드 코송과 알프레드 휴턴 두 사
람을 언급) 고서적과 옛날 무기, 그리고 훈련실에서 포일(foil, 펜싱검)을 손에 들고 함께 보
낸 즐겁던 많은 시간들을 추억하며." 라고 쓰고 있어서 휴턴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휴턴은 일편단심 캐슬인데 캐슬은 바롱 드 코송과 양다리였군...
(바롱 드 꼬숑, 챨스 알렉산더는 프랑스 혁명을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프랑스계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로 도검갑주의 수집가로 이름이 있었으며, 무기고나 도검갑주 박물관에서 일하
게 되는 당대의 여러 역사학자, 도검갑주 전문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역주:
이하 번역에서 등장하는 펜싱 용어는 본인의 편의 상, 그리고 현대 펜싱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펜싱용어를 프랑스식 발음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턴의 본문에서 등장하
는 펜싱 용어는 리뽀스트 대신에 리턴이라고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영어식을 쓰고 있으
므로, 아래의 펜싱 용어는 전부 영어식으로 읽어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원서의 1차 번역이고 문장의 끊음과 쉼을 손보지 않아서 문장이 많이 어색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Cold Steel - The Sabre
서문
현 시대의 브로드소드나 세이버의 기술은 외국의 검술교실에서는 빠르게 개선 개발되어나
가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진보가 매우 미미한데, 18세기의 호프(Sir William Hope), 멕베
인(Donald McBane), 제임스 밀러(James Miller), 로너건(Lonnergan), 그리고 로워스
(Roweorth), 후대의 인물로는 1798년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경기병 의용단을 교수한 고명
한 브로드소드 마스터 존 테일러(John Taylor)에게 브로드소드의 지식을 영향받은 안젤로
(Angelo 가문) 같은 이들의 저서를 읽어본 이라면 (영국의 진보가) 거의 없다고 말할 것이
다.
최근에 이르면, 군의 검객들이 검술의 다양함을 가져올 그 어떤 것도 용납치 않는 단순화
된 검술 훈련으로 완전히 전환한 탓에, 우리의 (검술의) 변화는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그래
서 이 후퇴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공개적인 검술로 발표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기초로 하는 나의 검술은 젊은 시절 내가 안젤로 씨의 검술교실에서 익힌 것
일부와 현 시대의 명쾌한 이탈리아 검술의 일부를, 지난 세기 - "백소드"가 영국을 대표하는
무기로 존중받고, 검술이 세련되게 발전했으며, 검술 경기 무대에서 활발히 사용되던 시대의
영국 마스터들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과 섞어 만들었다.
검술교실의 훈련용으로 추천하는 무기는 대륙에서 쓰이는 가벼운 것과 유사한 형태인 경
량 세이버(light sabre)인데, 영국의 검술교실에서 유행하는 쓸데없이 무거운 것보다 훨씬 다
양하게 다룰 수 있다.
헬멧을 고를때는 펜싱 마스크처럼 안면이 철망으로 덮혀있는 것을 고르는데, 그 철망은
폭이 좁은 칼날이 관통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매우 강력해야 한다.
세이버의 부위
세이버는 크게 두 부위로 나눈다 - 검신과 힐트다.

검신(blade)은 다시 세 부위로 나누는데: - 탱(tang)은 힐트에 끼워지는 폭이 좁고 부드러
운 금속 부분이며; 포르테(forte)는 검신을 절반으로 보아 힐트 쪽에 가까운 부분이고, 베기
와 찌르기를 막아내는 부위이다; 그리고 포이블(foible)은 검끝에 가까운 나머지 절반 부분으
로, 모든 공격이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칼날과 칼등, 그리고 "펄스" 엣지-칼등 쪽으로 날을 세워놓은 부위, 대개 칼끝에서
검신에 패인 홈이 시작하는 부위까지 8인치 가량의 길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의
용법은 현재의 영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검객들은 그 형태를 잘 이해하
고 교묘히 사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펜싱이 융성했다고 일컬어지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당시 유행하던 무기인
레이피어는 검신의 칼등 전체가 "falso"라고 불리면서 앞날과 동일하게 막고 베는 용도로 사
용되었다.
힐트(hilt)는 손을 보호하는 방호막인 쉘(shell)과, 손이 쥐는 부분인 그립(grip), 그리고 도
검의 균형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크기와 무기로 만들어서 칼자루 끄트머리에 달아놓는 쇳덩
어리인 퍼멀(pummel)로 구성된다.
세이버를 쥐는 방법
손가락은 가볍게 하지만 견고하게 그립을 감싸야 하며, 엄지는 그립의 등줄 선상에 놓고,
주먹의 관절(너클) 부분은 칼날과 같은 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 하지만 엄지는 상황에 따라
손의 매무새를 변화하기 위해 그립의 여기저기를 짚을 때가 있으며, 다른 손가락 역시 마찬
가지다.

가드
가드(guard)란 것은 신체와 도검이 방어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공격에 있어서는 가장
준비된 자세를 뜻한다 ;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용어는 (적의) 베고 찌르는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술을 뜻하는 "빠라드(parade)"나 "패리(parry)"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검술 마스터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초심자는 진짜 세이버를 다루기 전에 우선 포일(foil, 펜
싱검)의 사용법부터 익히는것이 좋으며, 이는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볼때 거의 확신할 수 있
다.

"백소드" 시대의 가장 신뢰할만한 저자인 로네건(Lonnegan)의 1771년 저서 '검객 지침서
(The Fencer's Guide)'에 따르자면, "스몰 소드를 먼저 익힌 사람은 빼는 감각(disengaging)
을 절묘하게 잡아낼수 있고, 나중에도 간격을 파악하는 요령을 유지하기 때문에 백소드의
넓은 동작 사이에서 스몰 소드를 모르는 검술 스승보다도 많은 틈(opening)을 잡아낼 수 있
다. 하지만 백소드를 먼저 배우게 되면, 스몰 소드를 다루는데 필요한 손목이 굳어버리게 된
다." 그러므로 나는 학생이 먼저 포일의 교섭을 받아 충분히 익숙해져야 내 시스템에서 종
종 사용하는 가드의 자세와 런지, 포일 펜싱의 패리 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패리 동작들은 콰르뜨(quarte), 띠에르스(tierce), 셉팀(septime), 스꽁드(seconde), 쁘림
(prime), 식스뜨(sixte), 옥타브(octave)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마지막 두 패리 동작은 사용하기
는 하나 세이버 검술에서의 비중은 낮다.
1번 자세 - 또는 가드를 취하기 전
세이버는 겨누기 전에 우선 손에 쥔다. 동체와 다리는 포일 펜싱의 자세와 비슷하다.
왼손은 오므려서 왼쪽 허리에 얹는다. 칼을 든 팔은 낮게 두고, 칼날은 오른쪽을 보고, 칼
끝은 전방의 하방으로 대각선으로 땅을 가리키며, 손톱은 바닥을 향하는데 손톱이 바닥을
향하는 손매무새를 "프로나시옹(pronation)"이라고 한다.

가드 자세
옛 마스터들은 종종 한두가지 더 더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네가지 교전 자세

를 기본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안쪽(Inside), 바깥쪽(Outside), 중단(Medium), 그리고
행잉 가드(Hanging Guard)다. 가드 자세에서 발은 포일 펜싱의 가드와 같은 위치에 둔다.

안쪽 가드(Inside guard)는 꽈르뜨(Quarte)의 자세다.

바깥쪽 가드(Outside Guard)는 띠에르스(Tierce)의 자세다.

중단 가드(Medium Guard)는 꽈르뜨도 아니고 띠에르스도 아닌, 말 그대로 그 둘의 중간쯤
에 두는 자세인데, 칼날은 비스듬히 하방을 향하고 칼끝은 상대의 얼굴을 가리킨다.

행잉 가드(Hanging Guard)는 프림(Prime)과 어느정도 유사하다. 칼끝은 상대의 우측 엉덩
이까지 내리지만 손은 머리 높이까지 올리고, 칼날은 상방을 바라보며 - 이렇게 하면 (내 시
선은) 검의 쉘 바로 아래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이 가드는 공격을 가한 후 후퇴할때 방

어해주는 용도로 매우 유용한데, 공격이 성공했든 실패했든간에 항상 사용하는게 좋다 ; 몹
시 신경질적이거나 성질이 더러운 일부 검객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맞은 후에도 자기가 맞
았다는걸 인정하기보다는 무조건 반격부터 가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띠에르스(Tierce)와, 그리고 알피어리(Alfieri, 1640)의 "Guardia Mista"와 동일한 자세인 중단
자세는, 방어와 공격의 컴비네이션 용도로 가장 알맞은데, 팔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기 때문
에 내 렛슨에서 알피어리의 옛 가르침을 따라 중단 가드를 기초로 할 것이다.
하이 스꽁드(High Seconde) 또는 "낮은 행잉 가드(low haning guard)"는 현재 군사 체육
에서 매우 유행하는 자세다. 이 자세는 사실 현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나는 Johann
Andrea Schmidt의 'Fechtkunst'(1713년)와, Girard(Pierre Jacques François Girard, 1736년)와
Angelo(아마도 Domenico Angelo, 1763년)의 저서에서도 발견한 바가 있다. 이 저자들은 스
몰소드로 (낮은 행잉 가드에) 성공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쓴 책은 스몰소
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스레 최악의 자세를 잡고 있는 불쌍한
"espadonneur(불어, spadroon을 사용하는 검객, 브로드소드 검객)"를 예로 들어보이고 있다
; 백소드 검객은 분명히 이런 자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자세는 "행잉 가드(Hanging
Guard)"와 같은 약점,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서 삼각근을 계속 긴장시켜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긴장을 가져와서 팔이 쓸데없이 피로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다.

이외에 또 다른 가드 자세로 식스뜨(Sixte)가 있다. 칼끝은 가끔 약간 더 낮게 두기도 하지
만 대체로 수평 약간 위에 두고, 검은 우측에 두어서 바깥을 막는다 ; 그리고 거기서 다리
바깥쪽, 우측이나 우측 뺨을 벨 수 있고, 칼등으로 식스뜨나 옥타브(Octave)를 방어할 수 있
다. 나는 이 가드가 하이 스꽁드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하이 스꽁드를
사용하는 자는 잘 쓰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 자세는 로네간이 추천했으며 캡틴 고프
리(Captain John Godfrey) 역시 그의 인상적인 1747년 작품에서 언급하는데, 고프리가 살던
18세기 초의 유명한 노"검객" Perkins이 (그 자세를) 애용했으며 그는 비록 나이들어 몸이
굳었지만 그래도 "검의 거인(the Atlas of the sword)"라고까지 불리던 위대한 검객 Figg에
비길 만큼 교묘하게 다루었다.
중단 휴식자세(The Resting Medium)
검을 쥔 손을 내려서 퍼멀(pummel)이 무릎에서 6에서 8인치 정도 위 허벅지 정도에 오도
록 한다.
이 자세는 긴 전투 동안 적이 리치 밖으로 벗어났을때 유용하다 - 격렬한 동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팔을 휴식 상태로 두는 것이다.

덧붙여 밀러의 성 조지 가드 (St. George's Guard)

공격(The Attack)
물리네(the "Moulinet")
이 연습은 모든 베기를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목의 힘과 유연성을 기르는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 AD 1570년대의 Giacomo di Grassi의 시대로부터, 모든 훌륭한 검술
스승들은 이 형태를 제대로 수련할 것을 추천해왔다.
이것은 여섯개의 베기로 구성되는데, 첫번째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 내려베기를 하
고, 두번째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 내려베기, 세번째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 올려
베기, 네번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 올려베기, 다섯번째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수평베
기, 여섯번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평베기의 순서다.
초심자를 위해서는 지름 14인치 (약 35cm) 가량 되는 원형이나 타원형의 타겟을 준비하
는데, 남성의 어깨높이 정도로 벽에 고정해놓고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두개의 대각선과 하
나의 수평선을 그려놓는다. 이 선들이 육방베기의 궤도가 된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패턴은
Roworth의 형태다.

검객은 타겟에서 몇 피트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가드 자세(중단)를 잡는다.
물리네 1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서, 손은 콰르뜨 자세로 두고, 칼끝은 살짝 높이, 힐트는
턱 정도의 높이에, 그리고 칼날은 좌측으로 비스듬히 아래를 본다.
2번 동작 - 칼끝을 대각선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긋는데, 이 내려가는 궤도 중에서
항상 칼날이 가는 방향을 똑바로 향하도록 주의한다. 내려간 다음 손목을 감아서, 엄지가 아
래를 보고 손등과 칼 옆면이 당신의 좌측편과 마주보는 상태가 되게하여 검이 완전히 원을
그리게 하여, 처음 동작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 물리네는 다른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여서 동작을 정확하게 실시
하고, 그 후에 속도를 높여서 원을 연속해서 열 번이나 열 두번 가량 그려본다.

물리네 2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 손은 띠에르스에 두고, 칼날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
히 아래를 본다.
2번 동작 - 칼끝을 대각선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리긋는데, 검이 타겟에 그려진 선을
완전히 지났다면 손목을 감아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칼끝이 우측 후방에 가도록 한다 ;
그대로 원을 그리면 다시 1번 동작으로 돌아간다.
물리네 3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 힐트는 턱 높이 정도에 두고, 검신은 셉팀(septime)의 위
치에, 칼끝은 10인치 정도 낮게 두고, 칼날은 우측에서 좌측 상단으로 비스듬히 올려본다.
2번 동작 - 칼날을 우측에서 좌측 상단으로 대각선으로 올려긋고, 타겟에 그려진 선을 완전
히 지나치면 손등이 위를 보도록 손을 뒤집어, 칼끝이 우측 하단으로 빙글 돌아가도록 해서
원을 그린다, 그리고 1번 동작으로 다시 돌아간다.
물리네 4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 힐트는 턱 높이 정도에 두고, 검신은 하이 스꽁드의 위치
에, 칼끝은 10인치 정도 낮게 두고, 칼날은 좌측에서 우측 상단으로 비스듬히 올려본다.
2번 동작 - 칼날을 좌측에서 우측 상단으로 비스듬히 올려베어 타겟의 선을 지나치면, (엄지
를 뺀 손가락의) 손톱이 하늘을 보게 손을 뒤집어서, 원을 그려서 1번 동작으로 돌아간다.
물리네 5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 칼끝이 우측으로 10인치 정도 나가게, 칼날은 좌측을 향
하게 한다.
2번 동작 - 검신을 타겟에 그려진 수평선을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수평으로 긋고, 타겟을
완전히 지나치면 손등이 위를 보도록 손을 뒤집어서 칼끝이 머리 위를 통과해서 원을 그리
되, 되도록 원이 수평에 가깝도록 그려서 1번 동작으로 돌아간다.
물리네 6번
1번 동작 - 검을 쥔 팔을 쭉 뻗어, 손등이 위를 보게, 칼날은 우측을 향하게, 칼끝은 좌측으
로 10인치 정도 나가게 한다.
2번 동작 - 검신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평으로 그어서, 타겟을 통과하고 나면 손톱이 위를
보도록 손을 뒤집어 머리 위로 원을 그려서, 1번 동작으로 돌아온다.
이 물리네 동작은 손목만으로 행해야 하며 팔꿈치나 어깨로 해서는 안되며, 올바르게 수
련을 했다면 손목의 힘과 기민함을 길러주며 칼날을 움직일때 충분히 여유있게 행할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처음 네 물리네를 연속해서, 즉 대각선 베기를 하나의 연속동작으
로 마치 8자 모양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야간에 어둠 속에서 적의 검신이 잘 보이
지 않을때의 방어에 유용하다.
------------------------------------역주: 물리네 3,4번에서 힐트를 턱 높이에 두는 이유
고전 세이버는 그 무게와 원심력 덕분에 물리네를 할때 팔 전체를 돌리지만, 휴턴의 세이버
는 고전 세이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손목만을 이용해서 물리네를
하게 된다. (사실 무거워도 가벼워도 팔 전체로 할 수도, 손목으로만 할 수도 있다. 다만 대
체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말.)
예를 들어 3번 물리네를 할때 어깨를 돌려서 물리네를 실행한다면, 손은 우측 허리에서 시
작해서 좌측 상단으로 크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손목만 돌려서 물리네를 한다면, 손
의 시작 위치가 턱의 높이에서 고정되고 칼끝만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그어올리고
손목만 돌려서 한바퀴 돌린다.

http://www.youtube.com/watch?v=OuraIOpBA0k
손목 움직임으로 1,2,3,4,7 컷을 하는 동작. 상대의 칼과 부딛히기 때문에 물리네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35초 정도부터의 3,4 컷을 자세히 보라. 손은 얼굴 높이로 두고 있지만 칼끝이
내려가서 쳐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휴턴의 물리네는 기본이 이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

베기
이번 훈련과 이 훈련에 이은 훈련에는, 세이버 대신에 싱글스틱(역주: 검 길이의 나무막대,
목검.)을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베기는 앞서 등장한 "물리네" 전용으로 쓰이는 타겟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술 스승과의 본격적인 단독 훈련으로 실행하게 되며, 또한 더미나 나무
기둥에 대고 연습하게 된다.
각각의 베기는 완전한 런지(여기서는 스텝을 밟아서 최대 리치로 이동하며 공격하는 것을
의미)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베기가 성공했든 상대가 막았든 간에 검객은 즉각 가드로
돌아가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한번의 런지에 두번의 베기를 시도하는 것은 "리뽀스뜨(riposte)" 즉 반격을 받을 위험 때
문에 잘못된 검술이며, 좋은 검객은 첫번째 베기를 막은 후에 즉각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베기는 트루 엣지(앞쪽 검날)로 행할 수도 있고, 펄스 엣지(칼등 쪽에 세워놓은 날) 혹은
로네건은 "다른쪽 칼날"이라고 부른 부위로 행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주로 쓰이게 될 일련의
레슨 세트를 특별히 준비해놓았다.
베기는 여섯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 각각 여섯 물리네와 관련되어있으며, 신체의 특
정 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행하게 된다 :

중단 가드로 교전한다.
컷 1 - 대각선 아래로 내려베어 상대의 머리나 뺨 좌측편에 물리네 1번의 베기를 가한다.
앙 가르드(En Guarde, 가드 자세로 돌아간다.)
컷 2 - 대각선 내려베기로 상대의 머리나 뺨 우측편에 컷 2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컷 3 - 대각선 올려베기로 상대의 오른쪽 무릎 안쪽에 컷 3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컷 4 - 대각선 올려베기로 상대의 오른쪽 무릎 바깥에 컷 4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컷 5 - 수평 베기로 상대의 좌측 옆구리나 배에 컷 5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컷 6 - 수평 베기로 상대의 우측 갈비뼈 바로 아래에 컷 6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그리고 위의 것 만큼 유용하지는 않은 다른 베기 두가지가 더 있는데:
컷 7 - 상대의 머리 중심선에 수직 내려베기를 가한다.
가드 자세로.
컷 8 - 상대의 가랑이에 손톱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수직 올려베기를 가한다. 이것은 이탈
리안 컷이라고 부르는, 다리 공격 대신에 (페이크로) 넣는 종류의 것이다. 상당히 무자비한
공격이므로 검술 훈련 과정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 (역주: 훈련중에 빗맞으면... 의사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주의할 점 - 종종 상황에 따라 이 베기들을 여기에서 지정한 위치가 아닌 곳에 가해야 할
때도 있다. 컷 1과 컷 2는 다리에다 할 수도 있고, 하이 스꽁드에 맞설때는 컷 3을 상대 검
신과 수평하게 아래나 위를 통과해서 상대의 왼쪽 뺨을 향해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뽀지숑(Opposition)
오뽀지숑은 공격을 가할때, 특히 상단 라인을 공격할때, 셸(shell: 브로드소드나 세이버의
셸 가드)로 자신을 보호하여 상대의 카운터에 의해 피격당하는 것을 막는 행동을 말한다.
---------------------------------------역주: Opposition
휴턴의 세이버에서 오뽀지숑은 방어적 행동, 내지는 셸 가드를 이용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현대 세이버 펜싱에서 오뽀지숑은 상대의 공격 라인과 같은 린느에 공격을 가해서
상대의 칼을 맞댄 후 지속적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패리와 리뽀스뜨가 결합된 행동을 말한
다.
---------------------------------------찌름(The Point)
만약 뽀엥뜨, 찌르기를 검의 안쪽에서 한다면 손은 콰르트의 형태로 두어서, 셸로 팔에 대
한 상대의 타임 컷이나 카운터를 막게 한다.
마찬가지로, 찌름이 칼의 바깥쪽으로 한다면 손은 띠에르스로 둔다.

퍼멀(The Pummel)
옛 세대의 검객들은 의심할 바 없이 퍼멀을 공격용으로 사용했다. 영국 검술 검투의 시대
를 대표하는 마스터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인물인 로네건은, 다음 문장으로 명백히 퍼
멀의 사용을 권했다: "만약 건방진 상대에게 즉각적인 응징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검의 퍼
멀을 상대의 얼굴로 때려넣고 상대의 발을 걸어라."
이는 그다지 우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검술학교의 훈련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긴 하다 ; 하지만 펜싱 교실의 에티켓에는 그다
지 관심이 없는 현역 군인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니, 다음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하라 :
상대가 당신에게 성공적으로 돌진해서 간격을 좁힌 경우, 당신의 칼끝을 왼쪽 어깨 너머
뒤로 넘기면 검을 쥔 손이 당신의 뺨 가까이에 가게 되는데, 이때 퍼멀을 전방으로 내밀어
상대의 얼굴을 때린다.

방어(The Defence)
"빠라드(Parade)" 또는 패리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한 공격을 다루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공격이 맞딱트리게 될 방법
에 관심을 돌릴 차례다. 이 방어, 또는 패리란 것은 포일의 패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에서는 포일 펜싱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왼쪽 뺨에 대한 컷1은 검을 쥔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 꽈르뜨(quarte)나 하이 프림(high prime).

오른쪽 뺨에 대한 컷2는 띠에르스(tierce)나 식스뜨(sixte)로 막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칼등으로 공격을 받아내게 된다.

컷3는 로우 프림(low prime)이나 셉띰(septime)으로 막는다.

컷4는 스꽁드(seconde)나, 칼등으로 옥타브(octave)로 막는다.

컷5는 로우 꽈르뜨(low quarte)나 프림(prime)으로 막는다.

컷6는 로우 띠에르스(low tierce)나 스꽁드(seconde)로 막는다.

수직베기인 컷7은, 머리를 공격해온다면 성 조지 패리라고 불리는 머리막기로 막을 수 있으
며, 우측이나 좌측 어깨를 목표로 공격해온다면 이탈리아 식으로 하이 띠에르스나 하이 콰

르뜨로 막을 수 있다.

수직 올려베기는 컷3로 다리 안쪽을 방어하는 것처럼 셉띰으로 막거나, 이탈리아식 수평
꽈르뜨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안젤로-로랜슨의 검술에서 "칼든 팔 방어"와 유사한 패리 자세가 또 하
나 있다. 이 자세는 이탈리아인들이 인사이드를 콰르트로 막은 이후 우측 뺨에 대해 리뽀스
트 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자세인데, 하이 옥타브(high octave)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나는 그 이름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포인트(찌름, 칼끝)에 대한 가장 유용한 패리는 콰르트, 띠에르스, 스꽁드, 셉띰, 그리고 프
림이다.
이 패리들은 다음 방식으로 연습을 한다:-

중단(Medium) 가드 자세로 교전을 시작한다.
컷 1을 막는 법

꽈르뜨 : 손을 콰르뜨로 돌리면서, 살짝 좌측으로 옮겨서 칼끝을 살짝 치켜올리고, 상대의
베기를 되도록 셸 부근에 가까운 포르테로 막는다.

하이 프림 : 힐트를 높이 올리며, 칼날이 위를 보도록 감으면서 좌전방으로 팔을 향하되, 몸
보다 앞으로 억지로 뻗어내려 하지 말고, 칼끝은 6에서 8인치 정도 낮추고, 시선은 우측 손
목 위로 둔다.
컷 2를 막는 법

띠에르스 : 손을 띠에르스로 돌리면서, 칼끝을 살짝 높이고, 힐트를 약간 우측으로 움직여
칼날이 우측 전방을 향하도록, 그리하여 상대의 칼을 포르테로 받는다.

식스뜨 : 이 패리는 "하이 스꽁드"를 식스뜨나 옥타브로 교전할때만 유용하다. 칼끝을 살짝
올리고 칼등으로 베기를 받는다.

하이 옥타브 : 힐트를 머리 꼭대기 높이까지 올리고, 그립을 쥔 중지, 약지, 소지를 느슨하게
풀어주어 칼이 최대한 수직으로 내려가게 만들되 칼날이 우측 전방을 향하고, 상대의 칼을
포르테로 받는다.
이는 우측 뺨에 대한 칼 위쪽의 리뽀스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이며, 또한
우측에 대한 칼 아래쪽의 리뽀스트를 저지할 수도 있다.
컷 3을 막는 법

프림 (로우) : 띠에르스 가드에서, 칼끝을 전방으로 내려 칼날을 거의 수직으로 세운 다음,
손을 약간 좌측으로 옮겨서 칼날이 좌측 전방을 향하게, 그리고 (상대의) 베기를 포르테로
막는다.

셉띰 : 중단 가드에서 칼날을 좌측으로 돌리고, 손을 약간 좌측으로 옮기면서 칼끝을 내려
셉띰의 자세를 취하고, 포르테로 받아낸다.
컷 4를 막는 법

스꽁드 : 칼끝을 우측 전방으로 내려서 스꽁드의 자세를 취하고, 컷 4를 포르테로 받는다.
옥타브 : 식스뜨 가드로부터, 칼끝을 내려 옥타브로 가서, 칼등으로 받는다.
컷 5를 막는 법

로우 꽈르뜨 : 손을 허벅지 높이까지 낮추어 로우 콰르트 자세를 취하고, 포르테로 받는다.
프림 : 힐트를 좌전방으로 어깨높이로 올리고, 칼끝을 수직으로 내려서 프림의 자세를 취하
고, 포르테로 받는다. 백소드 검객들은 이 패리를 "인사이드 하프 행어(the insdie half
hanger)"라고 부른다.
컷 6를 막는 법

로우 띠에르스 : 손을 티어스로 옮기고 손의 높이를 허벅지로 낮춰서 포르테로 받아낸다.
하이 스꽁드 : 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되, 칼끝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서 칼날이 우측 전
방을 향하게 하여, 포르테로 받아낸다. 옛날에는 이를 "아웃사이드 하프 행어(outside half

hanger)"라고 칭했다.
수직 베기 막는 법

머리 막기, 또는 성 조지 막기 : 손을 머리 꼭지보다 약간 높게 전방으로 들어올리고, 팔꿈
치는 힐트보다 뒤로 빠져야 하며, 검신은 좌전방을 향하고, 칼끝은 살짝 낮게 한다.

하이 띠에르스 : 손을 띠에르스로 돌리고, 오른쪽 귀 높이 정도로 치켜올리는 것으로, 우측
어깨에 대한 수직 베기를 셸 부근의 포르테로 받는다.

하이 콰르트 : 손을 콰르트로 감아주고, 왼쪽 귀 높이 정도로 치켜올려서, 셸에 가까운 포르
테 부위로 받아낸다.
가랑이에 대한 베기를 막는 법

수평 콰르트 : 힐트를 우측 허벅지의 전방으로 내리고, 칼날은 아래로 향하게, 검신은 몸과
정확히 수평으로 교차하도록 유지하여, 포르테로 받아낸다. 이를 이탈리안 패리라고 한다.
그리고 수직 올려베기는 셉팀으로 막을 수도 있다.

반격, 리뽀스트 (The Return)
반격, 또는 리뽀스트(riposte)는 베기나 찌르기를 막아낸 직후 발이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즉
각 반격하는 것으로, 상대의 공격이 얼마나 은밀하건 사납건 간에 반사신경을 통제하여 공
격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전투를 단
숨에 끝낼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객이 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격이다 때문에 진검 전투를 위한 특별한 훈련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반격은 적이 맹공격을 가한 모멘텀에서 아직 원자세로 원상복구하지 못한 시점에서, (나
의) 오른발을 움직이지 않고 가드 자세에서 즉각 가할때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적의 칼
을 뻗은 자세를 잡아낼 정도로 재빠르게 공격하지 못했다면, 런지로 뛰쳐나가서 상대가 가
드를 회복하는 동안에 공격을 함이 좋다.

상급 연습 과정(Advanced Lessons)
단순한 일격과 그것을 패리하고 리포스트를 1회 가하기
이 렛슨에서 주의할 점은, 스승이 리포스트를 가할 때는 제자가 합당한 패리를 이용해 문제
없이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하지만 제자가 리뽀스트를 했다면 스승은 공격을
허용해줌(일부러 맞아줌)으로서 (제자가) 완벽성과 정확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훈련하는 양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에서 나는 스승(Master)과 제자(Pupil)를
구분해두겠다. 각 렛슨 마다 스승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반대로 제자가 먼저
시작하는 반복연습을 필히 하라.

첫번째 렛슨, 컷 1을 콰르트로 막는 연습과 하이 프림으로 막는 연습

스승
왼쪽 뺨에 컷 1.
스꽁드로 패리.

제자
콰르트로 패리, 컷 4.
콰르트로 패리, 검신 위쪽으로
컷 2.

컷 1.
하이 옥타브로 패리.

콰르트로 패리, 칼 아래로 컷
6.

컷 1.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콰르트로 패리, 콰르트에서 찌
르기.

컷 1.
콰르트로 패리.
역으로 연습, 이번에는 제자가 먼저 시
작한다.
---------------------------스승
컷 1.

제자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4.

스꽁드로 패리.
컷 1.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컷 1.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1.

콰르트로 패리.
컷 1.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5.

로우 콰르트로 패
리.
컷 1.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3.

셉팀으로 패리.
역으로 연습.

두번째 렛슨, 컷 2를 띠에르스와 식스뜨로 막기
스승
컷 2.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컷 2.

제자
띠에르스로 패리, 검신 위로 컷 1.

띠에르스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검신 아래로 컷
5.

로우 꽈르뜨로
패리.
컷 2.

띠에르스로 패리, 띠에르스에서 찌
르기.

띠에르스로 패리.
역으로 연습.
---------------------스승
컷 2.

제자
식쓰뜨로 패리, 검신 아래로
컷 5.

로우 꽈르뜨로 패
리.
컷 2.
하이 프림으로 패
리.
컷 2.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역으로 연습.

식스뜨로 패리, 검신 위로 컷
1.

식스뜨로 패리, 컷 6.

식스뜨로 패리, 컷 4.

세번째 렛슨, 컷 3를 로우 프림과 셉팀으로 막기
스승
컷 3.
적의 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데가즈망
하면서
스꽁드로 패리.
컷 3.
콰르트로 패리.
컷 3.
로우 콰르트로 패리.
컷 3.
셉팀으로 패리.
컷 3.

제자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4.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1.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5.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3.
로우 프림으로 패리, 콰르트에서 찌
르기.

콰르트로 패리.
역으로 연습.
---------------------스승
컷 3.
적의 칼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4를
패리.
컷 3.
띠에르스로 패리.
컷 3.
콰르트로 패리.
역으로 연습.

제자
셉팀으로 패리,
손톱이 아래로 가게 손목을 뒤집으며
컷 4.

셉팀으로 패리, 컷 2.
셉팀으로 패리, 콰르트 찌름.

네번째 렛슨, 컷 4를 스공드와 옥타브로 막기
스승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컷 4.
하이 프림으로 패리.

제자
스꽁드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컷 1.
스꽁드로 패리,
손톱이 위로 올라가게 뒤집으며
컷 3.

컷 4.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셉띰으로
패리.
컷 4.

스꽁드로 패리,
칼 위로 띠에르스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역으로 연습.
--------------------스승
컷 4.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셉팀으로
패리.
컷 4.

제자
옥타브로 패리, 컷 3.

옥타브로 패리, 콰르트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역으로 연습.

다섯번째 렛슨, 컷 5를 로우 콰르트와 프림으로 막기
스승
컷 5.
하이 옥타브로 패리.
컷 5.

제자
로우 콰르트로 패리,
(상대의) 칼날 위로 컷 2.
로우 콰르트로 패리,
칼날 아래로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패
리.
컷 5.
스꽁드나, 옥타브로
패리.

로우 콰르트로 패리, 컷 4.

컷 5.

로우 콰르트로 패리, 콰르트
찌름.

콰르트로 패리.
역으로 연습.
-----------------------스승
컷 5.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컷 5.

제자
프림으로 패리, 컷 6.

프림으로 패리, 컷 4.

스꽁드로 패리.
컷 5.
콰르트로 패리.
컷 5.
로우 콰르트로 패
리.
컷 5.

프림으로 패리, 컷 1.
프림으로 패리, 컷 5.

프림으로 패리, 띠에르스에서
찌름.

콰르트로 패리.
역으로 연습.

여섯번째 렛슨, 컷 6를 로우 띠에르스와 하이 스꽁드로 막기
스승
컷 6.
하이 프림으로 패
리.
컷 6.
띠에르스로 패리.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컷 6.
스꽁드로 패리.
컷 6.

제자
로우 띠에르스로 막기,
칼 위로 컷 1.

로우 띠에르스로 막기, 컷 2.
로우 띠에르스로 막기,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막기, 컷 4.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띠에르스에서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역으로 연습.
------------------스승
컷 6.
로우 콰르트로
패리.
컷 6.
띠에르스로 패리.
컷 6.

제자
하이 스꽁드로 패리, 손을 뒤집
고
칼 아래에서 컷 5.

하이 스꽁드로 패리, 컷 2.
하이 스꽁드로 패리, 띠에르스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역으로 연습.
찌름 (The Point)
손의 위치가 손톱이 위로 향하는 콰르트건, 손톱이 아래로 향하는 띠에르스건간에, 찌름을
행할때는 반드시 상대가 취한 가드를 잘 판단하여, 셸에 저지당해서 상대의 카운터나 시간
(time, 타임컷)에 걸리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중단 가드에 대해 - 찌름이 안쪽 라인으로 가해진다면 손톱은 위를 향하고, 바깥쪽
라인으로 가한다면 손톱이 아래로 향할 것이다.

둘째. 식스뜨 가드에 대해 - 이 경우에는 안쪽으로만 가능하므로, 찌름은 콰르트에서 행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하이 스꽁드에 대해 - 찌름은 상대 칼 아래에서 띠에르스로 행해질 것이다.
넷째. 띠에르스에 대해 - 상단 바깥쪽 라인은 완전히 방비되어 있는 반면 하단 바깥쪽과
안쪽 전부는 열려있다 ; 찌름은 하단 바깥쪽을 향해서는 띠에르스로, 안쪽을 향해서는 콰르
트로 행한다.
이 조언은 첫 공격을 할때 특히 참고토록 하라.
나는 찌름에 대한 렛슨에서는 중단을 기본으로 하겠다.
스승
높은 안쪽 라인에 찌름(콰르
트).
하이 옥타브로 패리.
콰르트 찌름.

제자
콰르트 패리 후 칼 위로
컷 2.
콰르트로 패리, 아래에서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콰르트 찌름.
콰르트 패리.
(로우) 콰르트 찌름.
칼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스꽁드로 패리.
(로우) 콰르트 찌름.
콰르트 패리.
띠에르스 찌름.
하이 프림 패리.
띠에르스 찌름.
로우 콰르트 패리.
띠에르스 찌름.
칼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셉띰 패리.
띠에르스 찌름.
스꽁드 패리.
띠에르스 찌름.
띠에르스 패리.
(로우) 띠에르스 찌름.
칼 위에서 데가즈망하면서
셉띰 패리.
(로우) 띠에르스 찌름.
띠에르스 패리.
역으로 연습.

콰르트로 패리, 콰르트 찌
름.
셉팀으로 패리, 컷 4.

셉팀 패리, 콰르트 찌름.
띠에르스나 식스뜨 패리,
위로 컷 1.
띠에르스나 식스뜨 패리,
아래로 컷 5.
띠에르스 패리, 컷 3.

띠에르스 패리, 컷 4.
띠에르스 패리, 띠에르스
찌름.
스꽁드 패리, 컷 3.

스꽁드 패리, 컷 2.

거리(Distance)
또는 "간격(measure)"이란 런지를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격투가 간의 직선 거리를 말한다.

완벽한 간격은 런지를 행할때 왼발의 움직임 없이 런지로 도달해서 적의 일부를 칠 수 있
는 거리다.

간격 밖이란 적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 한걸음 이상 더 이동해야 하는 경우다.
간격 안이란 런지 없이도 적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꼬르 아 꼬르(Corps à Corps)"는 격투가가 서로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경
우다.
전진 (To Advance)
이란 상대가 한번의 런지로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 공간을 차지하는
(전진하는) 것이다 ; 이는 우측 발을 여섯 인치 정도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으로 왼발을 같
은 간격만큼 끌어붙여서 가드 시의 원래의 자세대로 발을 되돌리는 것으로 시행된다.
런지 시에 공간을 확보하는 법(To gain ground on the Lunge)
이 동작은 공격 당하면 뒤로 튀어오르거나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 적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런지를 했을때 평상시처럼 가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왼발을 끌어당겨서 두 발 간의 간
격을 원상복구시키도록 한다 ; 이로써 당신은 공간을 지배할 수 있지만 상대는 자꾸 후퇴하
면서 지반을 빼앗기게 된다.
----------------역주:
보통 런지 했을 때는 오른 발을 길게 내뻗은 엎굽이서기 자세가 되며, 런지 후에는 적에게
있을 반격을 대비해서 몸을 빼며 가드로 돌아가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디딤 런지는 런지를
하고 앞발을 뒤로 당기는게 아니라 뒷발-왼발을 당겨서 곧장 보통의 발간격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마치 전방으로 크게 펄쩍 뛰는 것처럼... 이는 상대를 밀어붙이는 효과가 나온다.
--------------------이 두가지 전진 방법 시에는 머리와 몸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도검을 올바른 가드 자세로
회복시키는데 크게 신경써야 하는데, 왜냐면 숙련된 검객은 상대의 전진에 타임컷을 넣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후퇴
란 상대가 거리 안으로 침범해왔을때 완벽한 간격을 맞추기 위해 또는 힘이 세거나 성미가
드센 적으로부터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공간을 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에는 왼발이 먼저 뒤로 여섯 인치 정도 빠진 다음, 우측 발을 끌어당긴다.
후퇴는 양 발을 모두 뒤로 튕겨서 이동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 이 방식은 재빠르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지면이 평평할때 유용하지만, 무시못할 위험이 열려있음 또한 주
의해야 한다.
현 시대의 많은 검객들 중에, 심지어는 검술의 스승 일부마저도, 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
는지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뒤로 서너발이나 홱 빠지거나 질질 후퇴하는 짓을 많이 하곤 한
다 ;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일회성 런지 외에는 공격 시에 어떤 전진도 하지 않는다 ; 이는
이들이 적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적에게 위험을 가

할 방법에서도 멀어지는 행동이다. 이런 오류를 행하는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런
지 시에 시에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압박을 가하고 밀어붙여라.
만일 제자가 이런 후퇴하는 악습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왼발을 벽에 닿게 해서 후퇴
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자기 지반을 확고하게 유지할수밖에 없도록 훈련 시켜서,
공격을 패리하는 법을 숙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행동에 마땅한 댓가를 지도록 만들어라. 나
는 이 방식이 왕립 용기병 연대의 연대 검술 교실에서 매우 훌륭하게 효과를 발휘함을 깨달
았다.
측방이동(The Traverse)
이 동작 또한 뒤로 달아나는 경향의 상대에게 매우 유효하다 ; 또한 검객으로 가득찬
"salle d'armes(살 다름, 펜싱 클럽 또는 펜싱 훈련 용의 좁고 긴 직선형으로 만들어진 경기
존)"보다는 넓게 트인 공간에서 실용적이다. 측방이동은 어느쪽 측면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
으로, 상대가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고, 또한 그에게 편치 않은 위치로 이동해서 햇빛을 마주
보게 만든다거나, 그의 뒤쪽으로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장애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불편하
게 강요한다.
좌측으로의 이동은 왼발을 몸의 중심선에서 여섯인치 정도 떼어놓고, 그 다음으로 오른발
을 새로운 몸의 중심선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실행한다.
우측으로의 이동은 오른발이 먼저 움직이고 왼발이 따라간다.
어느 발이 먼저 가는지의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발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보통걷기 (The Pass)
이 이동방식은 옛 검술의 검객들에게는 보편적이던 것으로, 가까이는 안젤로스의 시대까
지도 사용되었으나, 실사용에서의 위험함 때문에 현재의 사브르와 포일 신봉자들에게서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 이 보법은 적을 대적함에 있어 사람이나 무기를 "제압"하는 때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종종 세이버로 총검을 상대하거나, 짧은 소드-바요넷이나 단검을 다룰때 쓸
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이 용납되기도 하므로, 나는 몇페이지 정도 할애를 하고
자 한다.
이 방식은 뒷발을 전방으로 내딛어, 앞발 너머로 한걸음 완전히 내딛는 것으로 시행한다.
제압 (Commanding)
제압이란 상대나 그의 무기를 붙잡는 것인데, 패싱 스텝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펜싱교실에
서는 완전히 잊혀진 것이지만, 옛 시대에는 교습의 정규 부분이었다 ; 그리고 그 나름의 고
유한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스몰 소드가 신사의 복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던 시절, "결투"
와 불시 기습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던 시대에 제압의 사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목
숨을 구했었다.
현재의 펜싱교실에서 이 움직임은 완전히 난잡한 소란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나, 내 생각
에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는 한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상대가 꼬르
아 꼬르 상황으로 가까이 붙어서는 찌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행동) 또는 다리를 베기 위

해 손을 뒤로 빼는 경우다 ; 이런 거친 행동은 그 자체로 심각한 난동이며, 그런 식으로 계
속 행동한다면 실력이 뛰어난 이를 불러서 처치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로네건은, 이전에 내
가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부류의 신사에 대한 처방은 오로지 안면에 폼멜을 갖다 꽂아버리
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하지만 내 생각에는 리앙쿠르 (1686)가 추천한 바와 같이 상대
의 신체와 검이 움직이는 순간에 제압을 걸어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런 상
대를 좀 더 자비로운 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방식으로 시행토록 하라 : 오른발끝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로 돌려서 완전히 볼테(*)
즉 회전을 하는데, 이때 검을 왼손으로 옮겨서 검신의 힐트 가까이를 움켜쥐고, 다시 오른발
을 왼발 뒤로 옮겨 회전하면 당신은 이제 상대의 좌측편에서 상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오른팔로 상대의 몸에 걸치면서 그의 검의 셸이나 오른손목을 붙들고, 왼손에
든 칼로는 상대의 목젖을 찌른다.
(* 이 "제압" 대신에 "볼테"를 하면서 상대의 얼굴이나 목을 가로질러 컷 1을 해서, 칼날을
대고 당겨서 긋는 상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타이밍 (Timing)
이란 로워스가 말한 바와 같이, 상대가 자세를 바꿀때 생기는 빈틈을 베거나 찔러넣는 정확

하고 일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안쪽 가드에서 바깥쪽 가드로 자세를 바꾸거나, 바
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꿀때, 부주의로 손목을 노출시키고, 칼을 팔꿈치보다 높게 드는 일이
종종 있다 ; 또한 상대가 페인트를 하려고 할때 손목만 가볍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
을 아예 팔에서 벗어난 위치로 제끼는 경우에도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타임 공격은 상대가 방어나 회피에 신경쓰지 않고 공격을 가할때 박자를 맞추어 공격을
가하는 것인 카운터와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슬립핑(Slipping)
이 동작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아는 알피어리(1640)에서도 발견한 바 있으며, 고
프리, 로네건, 로워스, 안젤로들도 사용을 추천해왔다.

로네건이 말했듯이, 슬립 동작은 "상대가 공격의 목표로 삼아온 신체의 일부(팔이나 다리)
만 회피하는 것으로, 그가 예상했을 저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의 팔이 방어 자세에서 벗
어나도록 만들어서, 나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스승
제자의 다리를 향해
컷 4.

제자
1번 자세로 몸을 튕겨 허리를 충분히 뒤로 빼내고,
상대의 얼굴이나 팔을 타임 컷으로 베거나,
가슴을 찌른다.

만약 다리를 베어오는 동작이 3번 컷처럼 안쪽을 향해 온다면, 타임 컷은 안쪽에서 컷 1
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카운터-타임 (Counter-Time)
이는 적의 타임 컷을 실패시키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가짜 공격을 하프 런지로 해서 상
대가 타임 공격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공격을 패리한 다음 가까운 위치에 리포스트의

형식으로 동작을 이어가는 것이다. 다음 방식대로 해보라 : 스승
하프 런지를 하면서, 페인트로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위로 컷 1.

제자
다리를 빼면서 팔에다
컷 2.

떼어내기, 디스인게이지(Disengaging), 데가즈망(Dégagement)
이것은 기회가 생겼을때 공격을 가하기 위해, 당신이 적의 가드에 부딛혔을때 상대 검신
옆에서 칼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는 찌름 위로 베거나, 포일 펜싱에서처럼 칼날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베기에 대해서는 위로 떼어내고, 찌름에 대해서는 아래로 떼어낼 것을 추천한다.
후려치기 (Beating)
란 상대의 칼날을 힘으로 후려쳐서 밀어내어서 빈틈(opening)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승과 제자는 콰르트에서 교전한다. 스승은 오프닝을 억지로 만들어낼 목적으로, 검의 안
쪽 방향에서 패리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공격인 컷 2를 가하려 한다.
스승은 띠에르스로 손을 감아주면서 제자의 검신의 포이블(foible)을 자신의 칼의 칼등으로
후려쳐서 제자의 좌측 방향으로 칼의 중심선이 빗나가게 만든 다음, 즉각 우측 뺨에 컷 2를
가한다.
제자가 이것을 방어하려면 자신의 칼끝을 거두어서 하이 옥타브로 패리하는 수 밖에 없
다.
두번째. 둘은 다시 띠에르스로 교전에 들어간다. 스승은 손을 콰르트로 감으면서 칼등으로
제자의 칼을 그의 우측으로 치워버리고, 컷 1을 칼의 바깥쪽에서 들어간다.
제자는 칼끝을 먼저 거둔 다음, 하이 프림으로 패리한다.
주의 - 이 두가지 이탈리아식 패리는 상단의 공격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
의할 것.
재공격 (Redoubling)
이것은 상대가 패리한 후에 리포스트 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매우 재빠르게 재공격
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런지 후에 발을 살짝 빼내고, 상대가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가드자세로 돌아갈 여유를 얻기 전에, 그의 다른 신체부위를 향해 새로 공격
을 가한다.
리더블링은 한번의 런지에 두번의 공격을 가하는 펜싱의 "르미즈(remise)"와 혼동해서는
안되는데, 레미스는 두번째 공격을 가하려할때 리포스트를 얻어맞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
에 좋지못한 검술이기 때문이다 ; 펜싱 경기에서도 이때 가하는 리포스트가 유효하다고 판
정을 한다.
스톱 쓰러스트 (The Stop-thrust) (Colpo di Punta D'arresto)
이것은 성급하게 달려드는 적에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 이는 사실상 타임 쓰러스트(time
thrust)와 동일 - 상대의 가슴이나 얼굴에 찌름을 가하는 동시에 내 왼발을 뒤로 빼서 런지

자세까지 미끄러트린다.
------------------------역주:
타임 쓰러스트(Time Thrust)는 (상대의) 공격동작이 끝나기 전에 가하는 반격의 일종. 그래서
펜싱에서는 Right of way가 없는 카운터어택이며, 상대보다 먼저 맞추거나 또는 상대의 공
격이 빗나가게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스톱 쓰러스트는 후퇴를 하면서 찌르기를 가해서 상대가 내 칼끝에 몸을 던지게 만드는 기
술. 타임 쓰러스트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타임 쓰러스트는 런지를 해서 전방으로
이동하며 가하는 공세적인 기술인 반면에 스톱 쓰러스트는 내가 후퇴하거나 가만히 있는 상
태로 달려드는 적에게 갖다대서 상대가 부딛혀오게 만드는 방어적인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
다.
-------------------------

낮은 스톱-쓰러스트 (The Under Stop-Thrust)
타임 쓰러스트의 또다른 형태이며, "Passata sotto"라고 부르며 이탈리아인들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기술이다 ; 뒷발을 뒤로 미끄러트려 빼면서, 상체는 전방으로 쭉 낮추어서 왼손바
닥으로 땅을 짚고 지지하고, 칼의 힐트는 그대로 찌르기를 가하면서 방어 또한 얻기 위해
높은 위치에 그대로 둔다.

페인트 (Feint)
페인트(펭뜨, Feinte)란 상대의 주의와 방어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 목적으로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노리고 가하는 거짓 공격인데, 실제 공격은 다른 부위에 하는 것이다.
페인트는 손목만 빠른 동작으로 움찔거려서 행하는데, 그 동작을 할때 팔을 함부로 움직이
면 타임 컷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을 열어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그리고 상대가 페인트에 패리로 응답하면, 열린 빈틈에 정확하고 재빠르게 공격을 가한다.
검객은, 어떤 동작이 상대의 칼을 (잘못된 위치로) 이끌어내어 (나의) 실제 공격을 막으러 되
돌아갈때 가장 곤란하도록 만드는지를 감안해 공격지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페인트를 소개하겠다.
왼쪽 뺨에 페인트로 컷 1, 그리고 다리에 컷 4.
오른쪽 뺨에 페인트로 컷 2, 그리고 왼쪽편에 컷 5.
오른쪽 뺨에 페인트로 컷 2, 그리고 다리에 컷 3.
다리에 페인트로 컷 4, 그리고 오른쪽 뺨에 컷 2.
다리에 페인트로 컷 4, 그리고 왼쪽 뺨에 컷 1.
왼쪽편에 페인트로 컷 5, 그리고 오른쪽 뺨에 컷 2.
안면에 페인트로 콰르트 찌름, 그리고 오른쪽편에 컷 6.
안면에 페인트로 콰르트 찌름, 그리고 다리에 컷 4.
이 훈련은 더미, 예를 들어 기둥이나 톱밥을 가득 채운 푸대자루를 곧추 세워놓은 것에다
대고 하면 좋은데, 페인트는 두번째 자세(중단, 또는 기본 자세)에서 발을 떼기 직전에 실행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실전에서 상대가 페인트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실제 베기 동작은 런지의 자세에서 발이 땅에 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
야 한다.
이 방법만이 페인트의 적용을 정확하게 배우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페인트를 받는 방법 (Lesson for the Receipt of a Feint)
페인트는 상대의 눈을 속이고 반사신경을 흔들기 위한 동작이므로, 제자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훈련할 필요가 있다. 스승은 간격을 잡고 서서, 어느 특정 지점을
공격할 것인지 미리 말해주고, (제자의) 오프닝에 페인트를 (위치를 말해주지 않고) 걸어서
위협을 가하는데, 제자가 (페인트로) 위협받는 위치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미리 말해준) 진
짜 공격에 대해서 패리를 할때까지 반복한다. 성공하면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훈련 한다.
이중 페인트(Double Feint)
이 동작을 시행할때 검객은 타임 힛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평균 이상의 기민함이 요구되지
만, 잘만 실행한다면 단발식 페인트보다 적을 더 혼란시킬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과 2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얼굴에 컷 1.
2와 1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얼굴에 컷 2.
2와 1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우측편에 컷 6.
2와 4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오른쪽 뺨에 컷 2.
4와 2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다리에 컷 4.
1과 2로 페인트를 걸고, 그리고 왼쪽편에 컷 5.

페인트에 이은 리뽀스트를 가하는 훈련.

스승
첫번째. 컷 1.

제자
콰르트를 패리, 4에 페인트를 하고
컷 2.

띠에르스를
패리.
두번째. 컷 2.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으로 1에 페인트를
하고,
컷 2.

띠에르스를
패리.
세번째. 컷 2.
스꽁드로 패
리.
네번째. 컷 2.
띠에르스를
패리.
다섯번째. 컷 3.
셉띰을 패
리.
여섯번째. 컷 4.
스꽁드를
패리.
일곱번째. 컷 4.
꽈르트를
패리.
여덟번째. 컷 4.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으로 1에 페인트를
하고
컷 6이나 4.

띠에르스를 패리, 4에 페인트를 하고
컷 2.

셉띰을 패리, 1에 페인트를 하고
컷 3.

스꽁드를 패리, 2에 페인트를 하고,
컷 4.

스꽁드를 패리, 2에 페인트를 하고
컷 1.

스꽁드를 패리, 2에 페인트를 하고,
컷 5나 3.

셉띰을 패
리.
검을 든 팔(The Sword-Arm)(Double Feint)
내 생각에 가장 노출된 신체 부위이며 때문에 가장 상처입기 쉬운 신체 부위인 팔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특별한 세트 연습에 관해서는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잘 고려하고 있다고 본
다.
검술 스승은 다양한 가드의 자세를 취하는 중 팔의 어느 부위가 가장 공격에 노출되는지를
지적해주어야 한다.

검을 든 팔에 대한 공격 훈련.
스승
첫번째. 위쪽에서 디스인게이지, 그리고 바
깥쪽에서

제자

수직으로 베어서, 팔을 손목 바로
위를 치고,
손을 들어올려서 팔과 검이 비스듬
한 각도로 놓는다 ;
이는 칼끝이 상대의 셸을 치도록
(누르도록) 함이다.
두번째. 위쪽에서 디스인게이지하고
팔에 컷 6.
세번째. 띠에르스에서.
위에서 디스인게이지하고
안쪽을 수직으로 벤다.
네번째. 위쪽에서 디스인게이지하고
팔에 컷 5.

띠에르스를
(강하게, 강한 레버리지로, 포르테 부위로)
패리.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콰르트로 패리.
로우 콰르트로 패리.

펄스 엣지를 사용하는 경우.
스승
다섯번째. 콰르트에서.
얼굴에 페인트를 가하고, 손목 아래쪽을
펄스 엣지로 베기.
여섯번째. 띠에르스에서.
얼굴에 페인트를 가하고, 펄스 엣지로
아랫쪽에서 벤다.
일곱번째. 하이 스꽁드에 대항해 ;
중단 가드를 유지한다. 상대의 손 아래쪽으로
칼끝을 밀고 들어가서, 펄스 엣지로
수직으로 베어올린다.

제자

로우 콰르트로 패리.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손을 낮추면서 베기를 셸
로 받아내어 패리한다.
일종의 로우 띠에르스에
해당한다.

앞서나가있는 다리에 대한 공격에 펄스 엣지로 타임컷을 가하기
스승
여덟번째.
컷 4.

제자
첫번째 자세(가드 취하기 전의 자세)로 튕기듯 돌아가며,
힐트를 거의 행잉 가드 정도로 들어올리고,
펄스 엣지는 상대 팔의 바깥쪽으로 떨군다.

리뽀스트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s of Ripostes)
이 훈련은 젊은 검객을 일련의 공격, 방어, 그리고 리뽀스트로 구성된 "어설트" 또는 느슨
한 플레이(대련, 또는 약속대련)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은 내가 앞서 거론한 적
이 있는 지난 세기 말의 마스터인 존 테일러에게서 기원한 훈련인듯 한데, 1842년 보병 검
술 훈련이 기초로 삼은 안젤로 씨의 브로드소드 훈련 시스템이 존 테일러로부터 차용해온
것이 명백하다.

"존 테일러 씨의 열가지 가르침"은 안젤로-로랜슨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804년 로
워스의 책 'The Art of Defece on Foot, with Broadsword and Sabre.'에서도 등장한다.
각 연속기의 훈련은 제자가 충분한 속도와 정확함으로 동작을 취할수 있을 때까지 반복연
습해야 하며, 스승이 항상 먼저 선(先)을 잡고 시작한다-스승이 선을 잡은 합이 끝난 그 다
음에는 반대로 제자가 선을 잡고 반복한다.

연속기 1번, 컷 1로.
스승
첫번째. 컷 1.
스꽁드를 패리, 컷 2.
하이 쁘림을 패리.
두번째. 컷 1.
스꽁드를 패리, 컷 2.
로우 콰르트를 패리.
세번째. 컷 1.
로우 콰르트를 패리, 위쪽으로
컷 2.
로우 띠에르스를 패리.
네번째. 컷 1.
로우 콰르트를 패리, 컷 4.
프림을 패리.
다섯번째. 컷 1.
콰르트로 패리, 컷 6.
프림을 패리.

제자
콰르트를 패리, 컷 4.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에서 컷
1.
콰르트를 패리, 컷 4.
띠에르스를 패리, 아래쪽에서
컷 5.
하이 쁘림을 패리, 컷 5.
하이 옥타브를 패리, 컷 6.
하이 쁘림을 패리, 컷 5.
스꽁드를 패리, 위쪽으로 찌름.
콰르트를 패리, 찌름.
스꽁드를 패리, 위쪽으로 찌름.

연속기 2번, 컷 2로.
스승
첫번째. 컷 2.
하이 쁘림을 패리, 컷 4.
띠에르스를 패리.
두번째. 컷 2.
스꽁드를 패리, 위쪽으로 찌름.
로우 띠에르스를 패리.
세번째. 컷 2.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위쪽으로
컷 1.
콰르트를 패리.
네번째. 컷 2.
로우 콰르트로 패리, 찌름.

제자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으로 컷
1.
스꽁드를 패리, 컷 2.
띠에르스를 패리, 컷 4.
프림을 패리, 컷 6.
띠에르스를 패리, 컷 6.
하이 쁘림을 패리, 컷 1이나 5.
띠에르스를 패리, 아래쪽으로
컷 5.
콰르트로 패리, 컷 4.

스꽁드로 패리.
다섯번째. 컷 2.
로우 콰르트로 패리, 위쪽으로
컷 2.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컷 5.
하이 옥타브로 패리, 컷 6.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여섯번째. 컷 2.
스꽁드를 패리, 컷 2.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컷 5.

로우 콰르트로 패리.

연속기 3번, 컷 3으로.
스승
첫번째. 컷 3.
프림으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두번째. 컷 3.
로우 콰르트로 패리, 위쪽으로
컷 2.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세번째. 컷 3.
스꽁드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네번째. 컷 3.
프림으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다섯번째. 컷 3.
스꽁드로 패리, 컷 2.
로우 콰르트로 패리.
여섯번째. 컷 3.
콰르트로 패리, 위쪽에서 컷
2.
스꽁드로 패리.
일곱번째. 컷 3.
띠에르스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제자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5.
스꽁드로 패리, 위쪽으로 찌름.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5.
하이 옥타브로 패리, 컷 6.
로우 프림으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찌름.
로우 프림으로 패리, 찌름.
스꽁드로 패리, 컷 2.
셉띰으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에서
컷 5.
셉띰으로 패리, 찌름.
하이 옥타브로 패리, 컷 4.
셉띰으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컷 2.

연속기 4번, 컷 4로.
스승
첫번째.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컷 3.
콰르트로 패리.
두번째. 컷 4.
하이 프림으로 패리, 컷 5.

제자
스꽁드로 패리, 컷 2.
셉띰으로 패리, 찌름.
스꽁드로 패리, 컷 1.
로우 콰르트로 패리, 위쪽으로

컷 2.
하이 옥타브로 패리.
세번째. 컷 4.
셉띰으로 패리, 찌름.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네번째.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스꽁드로 패리, 컷 3.
콰르트로 패리, 아래쪽으로 컷
6.
스꽁드로 패리, 위쪽으로 찌름.
스꽁드로 패리, 컷 2.

연속기 5번, 컷 5로.
스승
첫번째. 컷 5.
스꽁드로 패리, 컷 2.

제자
로우 콰르트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쪽으로
찌름.

스꽁드로 패리.
두번째. 컷 5.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위로
찌름.
하이 프림으로 패리.
세번째. 컷 5.
콰르트로 패리, 위로 컷 2.
스꽁드로 패리.
네번째. 컷 5.
콰르트로 패리, 컷 4.
띠에르스로 패리.

연속기 6번, 컷 6으로.

로우 콰르트로 패리, 아래로 컷
6.
띠에르스로 패리, 위로 컷 1.
로우 콰르트로 패리, 찌름.
하이 옥타브로 패리, 컷 4.
프림으로 패리, 컷 1.
스꽁드로 패리, 컷 2.

스승
첫번째. 컷 6.
띠에르스로 패리, 컷 6.

제자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위로 찌
름.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위로 컷
1.

하이 프림으로 패리.
두번째. 컷 6.
스꽁드로 패리, 컷 2.
로우 콰르트로 패리.
세번째. 컷 6.
프림으로 패리, 컷 1.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네번째. 컷 6.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로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로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아래로 컷 5.
하이 스꽁드로 패리, 컷 5.
콰르트로 패리, 컷 6.
하이 스꽁드로 패리, 컷 2.
스꽁드로 패리, 컷 2.

왼손잡이 검객(Left-handed Swordsmen)
이 주제를 다루어본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검술) 저자들은 모두, 왼손잡이의 실제 이점은 오
로지 세상에 왼손잡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평범한 오른손잡이 검객들은 왼손잡이와 칼을 맞
대볼 경험이 적지만, 반대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와 겨뤄본 경험이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
다.
허나, 왼손잡이끼리 서로 겨루어보는 일은 극히 적기 때문에, 왼손잡이끼리 서로 겨루면 매
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저명한 저자들은 제자가 오른손으로 검술을 배운 후에는 다른 손으로도 연습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 나는 왼손으로 오른손에 대해 사용하기 좋은 몇가지 간단한 훈련을
제시하겠는데, 여기서는 오른손 훈련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베기(컷)를 숫자가 아니라 이
름으로 거론할 것이다.
이 훈련에서는 제자가 왼손잡이이며 선(先)을 잡고, 스승은 오른손잡이이며, 그 합이 끝난
다음에는 반대로 스승이 선을 잡고 왼손잡이를 하고, 제자가 오른손잡이를 한다.

제자 (왼손잡이)
첫번째. 왼뺨에 베기.

스승 (오른손잡이)
콰르트로 패리, 오른쪽 뺨에 위쪽으로 베
기.

하이 프림으로 패리.
두번째. 왼뺨에 베기.
로우 콰르트로 패리.

콰르트로 패리, 오른쪽에 대해 아래쪽으로
베기.

세번째. 왼뺨에 베기.
스꽁드로 패리.
반대로도 연습한다.

콰르트로 패리, 바깥쪽 다리를 베기.

띠에르스로 패리, 왼쪽 뺨에 위쪽으로 베
기.

네번째. 오른쪽 뺨에 베기.
하이 옥타브로 패리.

띠에르스로 패리, 왼쪽편에 아래쪽으로 베
기.

다섯번째. 오른쪽 뺨에 베기.
로우 띠에르스로 패리.
여섯번째. 오른쪽 뺨에 베기.
셉띰으로 패리.
반대로도 연습한다.
일곱번째. 안쪽 다리에 베기.
셉띰으로 패리.
여덟번째. 안쪽 다리에 베기.
띠에르스로 패리.
아홉번째. 안쪽 다리에 베기.
스꽁드로 패리.
반대로도 연습한다.
열번째. 바깥쪽 다리에 베기.
콰르트로 패리.

띠에르스로 패리, 안쪽 다리에 베기.

프림으로 패리, 안쪽 다리에 베기.
프림으로 패리, 왼쪽 뺨에 베기.
셉띰으로 패리, 아래쪽에서 찌름.

스꽁드로 패리, 오른쪽 뺨에 베기.
스꽁드로 패리, 바깥쪽 다리에 아래쪽에서
베기.

열한번째. 바깥쪽 다리에 베기.
스꽁드로 패리.
열두번째. 바깥쪽 다리에 베기.
프림으로 패리.
반대로도 연습한다.
열세번째. 바깥쪽 높은 오프닝에
찌름.
(하이) 프림으로 패리.
열네번째. 낮게 찌름.
프림에 패리.
반대로도 연습한다.

스꽁드로 패리, 찌름.

띠에르스로 패리, 왼뺨에 위쪽에서 베기.
스꽁드에 패리, 오른쪽 뺨에 베기.

왼손잡이를 위한 페인트(Feints for the Left-handed)
왼뺨에 페인트를 걸고, 오른뺨을 벤다.
오른뺨에 페인트를 걸고, 왼뺨을 벤다.
오른뺨에 페인트를 걸고, 바깥쪽 다리를 벤다.
바깥쪽 다리에 페인트를 걸고, 오른뺨을 벤다.
왼뺨에 페인트를 걸고, 안쪽 다리를 벤다.
안쪽 다리에 페인트를 걸고, 왼뺨을 벤다.
왼손잡이를 위한 페인트와 섞은 반격(리포스트) (Returns for Left Hand, Combined with
Feints.)

스승(오른손잡이)

제자(왼손잡이)

첫번째. 왼뺨을 벤다.
왼뺨을 벤다.
왼뺨을 벤다.
두번째. 오른뺨을 벤다.
오른뺨을 벤다.
오른뺨을 벤다.
세번째. 안쪽 다리를 벤
다.
안쪽 다리를 벤
다.
네번째. 바깥쪽 다리를
벤다.
바깥쪽 다리를
벤다.

띠에르스를 막고, 오른뺨에 페인트 걸고, 왼쪽을 벤다.
띠에르스로 막고, 오른뺨에 페인트 걸고, 안쪽 다리를
벤다.
띠에르스로 막고, 오른뺨에 페인트 걸고, 바깥쪽 다리를
벤다.
콰르트를 막고, 안쪽 다리에 페인트 걸고, 왼뺨을 벤다.
콰르트를 막고, 왼뺨에 페인트 걸고, 오른뺨을 벤다.
콰르트를 막고, 왼뺨에 페인트 걸고, 바깥쪽 다리를 벤
다.
프림을 막고, 바깥쪽 다리에 페인트 걸고, 오른뺨을 벤
다.
프림을 막고, 오른뺨에 페인트 걸고, 바깥쪽 다리를 벤
다.
스꽁드를 막고, 왼뺨에 페인트 걸고, 바깥쪽 다리를 벤
다.
스꽁드를 막고, 왼뺨에 페인트 걸고, 안쪽 다리를 벤다.

오른손잡이를 상대하는 왼손잡이를 위한 연속기(Combinations for Left Hand Against Right
Hand.)
왼손잡이가 선(先)을 잡는다.

제자(왼손잡이)
첫번째. 오른뺨을 벤다.
셉띰을 패리, 오른뺨을 벤다.
띠에르스로 패리.
두번째. 왼뺨을 벤다.
로우 콰르트로 패리, 위쪽에서 왼뺨을
벤다.
셉띰을 패리.
세번째. 안쪽 다리를 벤다.
띠에르스로 패리, 바깥쪽 다리를 벤
다.
콰르트를 패리.
네번째. 바깥쪽 다리를 벤다.
콰르트를 패리, 왼뺨을 벤다.
프림을 패리.
-----------------------

스승(오른손잡이)
띠에르스로 패리, 안쪽 다리를 벤
다.
띠에르스로 패리, 왼쪽을 벤다.
콰르트로 패리, 오른쪽을 벤다.
하이 프림으로 패리, 안쪽 다리를
벤다.
프림으로 패리, 왼뺨을 벤다.
스꽁드를 패리, 오른뺨을 벤다.
스꽁드를 패리, 오른뺨을 벤다.
콰르트를 패리, 오른쪽을 벤다.

이번에는 오른손잡이가 선을 잡는다.

스승(오른손잡이)
다섯번째. 왼뺨을 벤다.
로우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으로 왼뺨을

제자(왼손잡이)
띠에르스를 패리, 아래쪽으로 오른쪽을 벤
다.
하이 옥타브를 패리, 안쪽 다리를 벤다.

벤다.
셉띰을 패리.
여섯번째. 오른뺨을 벤다.
하이 프림으로 패리, 왼쪽을 벤다.

콰르트를 패리, 위쪽으로 왼뺨을 벤다.
로우 띠에르스를 패리, 위쪽으로 오른뺨을
벤다.

하이 옥타브를 패리.
경례(The Salute)
언제 어디서든지 검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와 관중들에게 관습적으로 경례라고 부르는
예의바른 인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1번 자세로 서서, 검을 정자세로 들어올리고, 상체만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팔을 쭉
뻗어 검을 우측 전방으로 낮추는데, 칼끝은 지면을 가리키고 손톱은 지면을 바라본다.
검을 정자세로 들어올린다.
같은 방식으로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서 다시 인사하는데, 이때는 손톱이 위를 본다.
검을 정자세로 되돌린다.
정면 즉 적을 향해 마찬가지로 경례하는데, 손톱이 위를 본다.

교전(The Assault.)
----------------------------------역주:
현대 펜싱에서 Assault는 채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친선 대련을 의미하고, Bout라고 하면
기록이 남는 경기를 의미한다.
----------------------------------교전에 들어가려면(To Engage.)
먼저 경례를 하고, 서로 검을 교차시켜서, 서로의 칼을 두번 가볍게 부딛힌 다음; 왼발을 뒤
로 빼서 거리를 띄우고, 가드 자세로 들어간다.
검에 맞았음을 알리려면(To Acknowledge a Hit.)
검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피격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우아하게 알리는 방법은 저명한 안젤로의
검술교실에서 사용하던 옛 방식이라고 보는데, 다음 방식으로 실행한다: -공격에 맞으면, 1

번자세로 튕겨돌아가서, 검을 왼손쪽으로 옮겨서 검신을 셸에서 6인치 정도 되는 위치를
(왼손의) 검지와 엄지로 쥐어서 폼멜이 전방으로 향하게 한다; 동시에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
로 향하도록 손을 펴서 팔을 쭉 뻗어올린다.
----------------------------------역주:
고전적으로 펜싱을 비롯한 서양검술의 대련에서는 심판이 없어도 자기신고제로 운영한다.
자기가 맞았으면 힛! 하고 외치면서 손을 들어서 인정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자기신고제이
기 때문에 맞춘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에게 맞았지? 맞았지? 하고 들이대지 마라-예
의없는 행동이다. 그냥 상대가 맞았음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교전(The Assault.)
교전, 또는 자유 대련이란 날카로운 진검을 가지고 하는 실전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으로, 상
대에게 앞서 배운 모든 훈련을 총동원하여 각자 가능한 모든 이점을 쥐려 애쓰는 동시에 상
대는 궁지에 몰아넣고 속임수를 걸어서 내 행동이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세이버 교전은 전통적으로 찌르기를 금지하는 편인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리보호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리에 대한 베기를 가하지 않는 대륙식 훈련방
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싱글스틱(역주: 검술 훈련용 막대)를 세이버 대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리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허리 아래로 베기는 하지 않는다.
상대가 낮선 인물일수록, 가능하다면 첫 공격을 내쪽에서 먼저 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은
데, (상대가 먼저 공격해오면) 상대의 리치와 그의 스타일과 공격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득이다;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패리는 가능한 다양하게
사용해야 하며, 종종 타임컷이나 스톱 쓰러스트를 사용할만한 기회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상대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는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하프 런지로 거짓 공격을 가해 상대가
방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거짓공격은 상대가 애용하는 패리를 알아낼 수 있으며, 또
한 상대가 습관적으로 후퇴하는지, 타임 컷을 사용하는지, 카운터를 애용하는지의 여부도 파
악할 수 있다.
한번 공격을 가한 후에는, 성공했든 아니든 가드 자세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발이 런
지 자세에서 2번 자세(중단 자세)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무조건 "행잉 가드"로 스스로를 방어
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는 당신의 공격이 패리 당하는 경우 곧장 리뽀스트해오는 공격에 대
해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당신의 공격이 제대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가해오는 치사한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보통 자기 실력에
대해 허세가 강하고 매우 공격적인 일부 작자들은 그들의 검술 실력에 의심을 표현하면 한
결같이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무조건 간격 안으로 달려들어서 상대에게
밀착한 다음 칼을 든 손을 뒤로 빼서 몸통을 힘껏 찌르려 들거나, 보호되지 않은 다리 쪽을
휘둘러 베려는 자들이 있다; 상대가 죽건말건 상관않고 상대를 상처입히려드는 이런 자들은,

허접한 자이든 치사한 자이든 혹은 경기 시합에서 상대를 무력화시켜서 쉽게 승리하려는 자
이든간에, 오로지 목적이 상대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 뿐이다.
이런 거친 자들은 상대가 항상 관대할 것이라고 여기며, 이 모든 추잡한 공격들을 퍼붓고
는 "아 미안요"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뿐인 사과는)
그들에 의해 심각하게 상처입은 양심적인 검객에게는 매우 불충분하다. 저들은 신사적인 검
술에 물려내려오는 규범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며, 화이트채플 지역(역주: 빅토리아 시대
영국 런던의 슬럼가. 잭 더 리퍼 연쇄살인사건도 화이트채플에서 일어난 것이다.)에서나 간
신히 통할 본능적인 싸움박질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신사의) 체면이 허
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밑바닥을 만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가장 좋
은 처방은 로네건이 말한 퍼멀 공격이나, 내가 "제압" 부분에서 설명한 리앙쿠르의 유술기가
되겠다.
어떤 검객은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질러서 소음을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상
대를 겁주려고 하는 것인듯 싶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런 것에 겁먹는
사람은 몹시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에 잠시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인 상대는 소리를 듣고 제
정신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쪽이 상대의 방어를 쉽게 공
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동작이 두 동작보다 당연히 빠르므로, 가능하다면, 공격은 페인트 없이 단순한 베기나
찌르기로 재빠르게 가하는 것이 좋다. 한편, 당신이 항상 페인트를 섞어서 공격한다면, 제대
로 훈련받은 인물은 당신의 첫 동작이 항상 가짜라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당신의 공격
에 박자를 맞추어 (타임 공격을) 해올 것이다.
상대가 성급하고 격렬하게 공격을 해온다면, 상대가 자신의 흥분 때문에 (스스로의 공간
을) 소비하도록 만들기 위해 상대에게 지면을 잘 내주지 않는 것이 좋다; 패리와 재빠른 리
포스트를 굳건히 의지하고, 기회가 된다면 타임 컷과 쓰러스트를 가해 형세를 유리하게 이
끌어가라.
상대가 느릿느릿하다면, 재빠른 직접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대가 겁이 많다면, 당신이 직공을 가하면 서투른 반사신경으로 당신에게 카운터를 가해
부상을 입을지도 모르므로, 페인트를 써서 (상대의) 오프닝 하나를 확실하게 열어 공격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칼을 든 손을 주로 보라 ; 하지만 또한 상대의 얼굴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데,
얼굴은 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교전에 필요한 장비(Equipment necessary for the Assault.)
1. 튼튼한 가죽 자켓, 어깨와 팔굼치에 추가로 패딩이나 덧댐을 덧댈것.
2. 칼끝이 찔러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철망이 촘촘하고 튼튼한 헬멧(펜싱 마스크).
3. 다리 보호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것으로.

4.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고 복부와 허벅지를 가릴 수 있는 몸통 보호구 또는 앞치마.
5. 팔보호대 또는 손목가리개-팔꿈치를 덮을 수 있는 길이로.
6. 양 손을 보호할 펜싱 장갑 한켤레.
7. 나는 개인적으로 펜싱 장갑의 손목에 튼튼한 고무띠(밴드)를 두를 것을 추천한다.

에페 검술(The Game of The Sword. (Le jeu de L'épée.))
----------------------------------역주:
불어 Le jeu de l'épée를 직역하면 검의 게임이 되므로 원문에서는 Game of the Sword로
적고 있으나, 검술에 jeu라고 붙이는 경우는 play라고 번역하는게 적합할듯 하다. play of
the sword는 sword play, 즉 검술 그 자체 또는 검술 경기(대련)을 뜻하는 말이 된다.
더불어 sword는 épée의 직역인데, 이 챕터에서 다루는 것은 펜싱의 에페 종목을 말한다. 그
래서 Le jeu de L'épée는 검의 게임이 아니라 에페 플레이, 에페 검술이나 에페 대련을 말
하는 것이다.
----------------------------------펜싱 소드(역주: 이 챕터에서 말하는 펜싱, 검술은 에페 펜싱을 말한다. 원문에서는 불어 에
페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소드로 쓰고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이 챕터에서만큼은
에페로 쓰겠다.)와 포일의 관계는 세이버와 싱글 스틱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프랑스에서 명
예를 걸고 결투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무기를 피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로 그대로 재현한 것
이다 ; 삼각형 단면에 뻣뻣한 칼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고 깊은 밥그릇 모양의 셸(셸 가
드)을 가져서 손과 팔뚝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번 장은 이 무기에 대해 상세히 다룰만한 지면이 부족하므로, 여기서는 이 방식의 검술
(에페 펜싱)을 관찰함에있어 주로 (검술의) 규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훈련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자세한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Adolphe Tavernier 씨가 쓴 'LArt du Duel'와, 특히 Jules Jacob 씨가 쓴 'Le jeu de l'Épée'
를 입수할 것을 추천하겠는데, 여태껏 내가 본 책 중에 가장 간결 명확하며 실용적인 작품
이기 때문이다.
내가 펜싱 검에 대해 알고있는 지식은 세 저명한 마스터, 현재 브뤼셀에서 Cercle
d'Escrime(검술 교실)을 운영하는 Thieriet 선생과, 런던 펜싱 클럽의 검술 교수인 Clouard 선
생과 Vitale Le Bailly 선생에게 빚지고 있음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펜싱검은 항상 칼끝이 날카로운 상태인 것처럼 간주하고 취급해야 하며, 진검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역시 펜싱검으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슴의 일부만을 타격부위로 인정하는 포일 펜싱(역주: 현대 펜싱의 플러뢰 종목)과 대조
적으로, (에페는) 검이 실제로 날카롭다면 어디든지 관통상을 입힐수 있기 때문에, 전신 타
격을 인정한다 ; 그리고 동시 타격은 어느 쪽에게도 (일방적인) 카운트를 주지 않는데(역주:

에페에서는 꾸 두블, 상격이 있는 경우 양쪽 모두 피격당한 것으로 한다.), 왜냐면 어느 한쪽
이 런지를 성공시켰더라도, 상격이 나면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부터 에페 쪽이 포일 훈련보다 더 공정하고 솔직한 경기라고 보는데, 여러 포일
펜서들은 몸통을 비튼다던가, 팔로 가슴을 가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타격 부위("place
d'armes")에 상대의 칼이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 나는 어떤 남자가 이런 염치없는 행동으로 정타당했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해버
릇 하는 것으로 관람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만약 날카로운 진검으
로 싸움이 벌어졌다면 이런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에페 펜싱에서 첫번
째 목표는 뚜슈 당하지 않는 것이며, 두번째 목적이 비로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허
나 치명상을 입힐 필요는 굳이 없다.
가드 자세(The Guard.)
검투에 임하는 검객들은 먼저 가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검을 든 팔을 뻗으면 양자의
칼끝만 서로 살짝 닿는 정도의 간격에 자리잡고 1번자세로 선다 ; 왼팔은 포일 펜싱에서처
럼 들어올리거나, 세이버 펜싱에서처럼 왼쪽 허리에 놓는다. 이제 가드 자세를 완전히 취하
려면, 왼발을 뒤로 떼어놓아서 서로의 간격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몸통은 바르게 곧추세우는
데, 가슴이나 고개를 앞으로 쑥 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검을 든 팔은 이제 뒤로 당겨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을 정도로 하고, 팔뚝은 검신과 일
직선을 이루며, 검신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칼을 들어서, 손과 팔이 넓고 깊은 셸가드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내 생각에는 가능한 한 상대의 칼날과 맞닿는 것을 피하
는 쪽이 좋다.
공격(The Attack.)
나는 영국의 자칭 비평가라는 인물들이 - 내 기억에 이들이 검을 들고 적과 맞서는 위험
에 처해본 경험은 펜싱 교실에서의 놀이 수준을 능가하는 진지한 경우였던 적은 없다 - 영
불해협 건너편의 우리 이웃들이 (검투에서) 손이나 팔을 살짝 찌르는 것 만으로 만족한다고
비웃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의 말은 틀렸다 ; 실제로는 상대 신체에서 가장 돌출된 부
위를 공격하는 것은, 대개는 매우 주의깊고, 냉정하며, 기술적으로 숙련된 검객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한편, 몸통을 곧장 공격해들어가는 자들은 성질이 급한 인물이거나 검
술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진지한 검투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상대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켜 전투를 끝내
는 것이니, 나는 상대의 칼을 든 손에 차가운 강철 여섯인치를 갖다대는 것 외에 더 좋은
무력화 방법을 상상할 수가 없다.
공격은 포일 펜싱을 할때처럼 풀 런지로 해서는 안되고 하프 런지로만 해야 하며, 찌를때
는 신속하게 뛰쳐들어가며 단호한 움직임으로 찔러야 하고, 손은 찌른 후 곧장 가드로 돌아
와야 한다.
공격을 주로 가하는 가장 노출된 지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첫째로 손과 팔이고 ; 둘째
로는 머리인데 상대가 상체를 전방으로 매우 숙이는 경우에 노린다 ; 그리고 셋째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리와 발을 공격한다 ; 염두에 둘 점은 낮은 지점에 대해 공격하는 것
은 내 얼굴이나 가슴에 카운터 공격을 받게되는 큰 위험부담이 있다.
몸통에 대한 찌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때는 특정 상황에서뿐인데, 예를 들면, 적이 어떤
오프닝을 명백하게 비워놓고 있는 경우에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거나, 상대 칼날을 강맹한
공격으로 제껴놓고 길을 확실히 열었을때 같은 경우가 되겠다 ; 원 자세로 돌아갈때는 런지
자세에서 양 발 모두를 뒤로 튕겨 돌아가야 하며, 칼끝은 상대를 위협하고 있어야 한다. 제
이콥 씨는 이런 방식의 리커버리(앙 가르드 자세로 복귀)를 부단히 연습할 것을 추천했다.
방어(Parries.)
내 생각에 가장 우수한 패리는 꽈르뜨와 꽁뜨르 드 꽈르뜨, 식스뜨와 꽁뜨르 드 식스뜨,
셉띰과 그 꽁뜨르, 스꽁드나 옥타브와 그 꽁뜨르라고 본다.
---------------------------------역주:
꽁뜨르(contre)는 칼끝을 원형으로 돌려주어서 상대 칼을 패리 방향으로 이끌어 막는 방식의
패리를 말한다. 카운터 패리라고도 한다. 안젤로 시대에도 언급은 됐으나 이 개념을 크게 사
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카운터 패리 덕분에 패리는 한
라인에서 다른쪽 라인까지 몰아서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꽁뜨르 드 꽈르뜨는 상대가 하이 식스뜨(바깥쪽 높은)로 공격을 해오면, 나는 콰르트 자세에
서 시계방향으로 칼끝을 원을 그려서 상대의 칼 위로 통과해서 우측 하방으로 감아 좌측으
로 밀어주어 콰르트로 다시 돌아온다.
꽁뜨르 드 식스뜨는 상대가 하이 콰르트(안쪽 높은)로 공격해오면 나는 식스뜨 자세에서 시
계방향으로 칼끝을 원을 그려서 상대의 칼을 하방을 통과해서 우측으로 밀어주면서 콰르트
로 돌아온다.
꽁뜨르 드 셉띰은 상대가 로우 식스뜨(바깥쪽 낮은)로 공격해오면 나는 셉띰에서 시계방향
으로 칼끝을 감아서 상대의 칼 위쪽을 통과해 아래로 그리고 좌측으로 감아서 셉띰으로 돌
아온다.
이런 식으로 나의 현재 패리 위치에서 다른쪽으로 오는 공격을 원을 그리면서 칼을 감아서
상대의 포이블의 위치를 현재 나의 패리 위치로 끌어와서 막는 방식이다.
---------------------------------방어에 있어, 단순한 패리 하나 이상을 취하는 것은 자제하라 ; 만약 (상대의 공격위치를)
속았다면, 상황에 따라 꽁뜨르를 하거나 높고 낮은 라인으로 방어를 하라 ; 예를 들어 우리
가 식스뜨에서 서로 칼을 겹쳤다 치고, 내가 디스인게이지(데가즈망,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칼
끝을 떼면서 다른 라인으로 페인트를 겸해 공격)하면, 당신은 콰르트를 패리하고, 내가 속임
수를 걸면, 당신은 꽁뜨르 드 콰르트로 패리한다 (역주: 이것은 좌우 라인의 방어의 예제.) ;
다시 내가 데가즈망하고, 당신은 콰르트를 패리, 내가 속임수를 걸고, 당신은 칼끝을 셉띰으
로 떨어트려서 나의 디스인게이지를 저지한다. (역주: 상하 라인의 방어 예제.)

리뽀스트는 가슴이나 얼굴에 직접 가할 수 있다 ; 콰르트 패리가 상하를 포함해 가장 넓
은 범위를 방어하므로 좋지만, 식스뜨 방향으로 오는 일부 리뽀스트는 방어하기 매우 어렵
다.
낮은 라인에서는 셉띰의 패리가 상대의 공격을 와해시키는데 가장 최선인것 같다 ; 바깥
쪽 라인에서는 나는 옥타브를 선호하는데, 스꽁드와 비교할때 스꽁드 자세는 손이 하방 대
각선 쪽에 위치하는데 이때 팔뚝을 지지하는 이두근이 불완전하게 작용함에 따라, 손 쪽 아
래쪽에서의 페인트에 의해 속아 끌려나가기 쉬우므로 약점이 있음에는 동의한다.
전방으로 내밀고 있는 부위에 공격을 받을때는, 상대가 노리는 부위, 예컨데 검을 쥔 손의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크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이 책의 후반에 소개할 단검 또는
소드-바요넷의 훈련에 약간 신경을 써주면 크게 효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앞서 말한 방식(전방에 내민 부위를 집중공략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펜서의 경우, 여러
가지 패리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지리멸렬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좋지 않다 ; 그런 경우는
그냥 상대의 리치 밖으로 뛰어 물러나는 것으로 전투를 끊는 것이 더 낫다.
달려드는 타입의 적에게는 스톱 쓰러스트가 유용하다 ; 제이콥이 말한 바와 같이 (스톱 쓰
러스트의) 목표지점은 낮은 부위를 목표로 잡으면 상격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머리만 노려야 하며, 스톱 쓰러스트를 한 후에는 검객은 뒤로 뛰어물러나서 자신을 보호해
야 한다.

세이버 대 총검(Sabre against Bayonet.)
-----------------------------------------역주:
이 챕터에서 말하는 바요넷은 총에 장착한 총검을 의미한다.
현재는 펜싱이라고 하면 플러뢰, 에페, 사브르의 세 종목만을 따지지만, 근대시대까지만 하
더라도 플러뢰, 에페, 세이버에 총검술을 포함시켜서 4대 펜싱 종목으로 여길만큼 군대에서
중시했었다. 당시의 총검은 직선형 세이버나 한손검을 닮았고, 총에 안꽂아도 한손검 길이정
도는 됐다. 그리고 매우 기다랗던 구식 소총에 꽂으면 사람 키보다 기다란 창이 된다.
즉 바요넷이란 창이라고 보면 좋다. 길이 면에서 세이버를 압도하고 그 사용법 역시 창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챕터는 세이버가 자신보다 리치가 긴 총검을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상이한 무기를 비교해보겠는데, 이는 여러 작가들이 이미 다루어본바
있으며 특히 Girard, Roworth, Mathewson of Salford('Fencing Familiarised' 1805년작 저자),
그리고 1880년의 Waite 씨가 대표적일 것이다 ; 그리고 안젤로 씨 역시 1842년 'Infantry
Sword Exercise'에서 다룬 바 있다. 앞의 네 저자들은 브로드소드건 스몰소드건 간에 검 쪽

의 우세를 점치는 경향이 있다 ; 허나 양자가 같은 수준의 기술과 근력을 지니고 있다면 우
월한 리치와 더 큰 운동량을 지닌 총검 쪽이 무기로서 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는게 나의
의견이다. 우리가 이전 시대 저자들의 저술과 현존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림만으로 판단한
다면, 이전 시대에 총검을 다루는 기술은 매우 간략하게만 알려져 있었으며, 그러므로 두 무
기 중에서 고도로 개발된 검술 쪽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현재
는, 바요넷 펜싱(총검술)은 단순 실용적이며 충분히 수련되고 있기 때문에, 총검술을 사용하
는 쪽이 매튜슨의 그림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무장을 지닌 적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
게 되었다.
검객 쪽은 네방향 라인의 방어를 위해 그 중앙에 위치하는 중단 가드가 좋은데, 바깥쪽
라인은 띠에르스와 스꽁드를 사용하고, 안쪽 라인은 콰르트와 프림 패리를 사용하라 ; 다른
패리들은 총검과 같은 무기와 마주쳤을때 충분한 힘이 붙지 않는다.
총검술 사용자는 자신의 (무기의) 특징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총검의 끝을 전
방 중앙으로 향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허리 아래 라인은 무시해버리고, 상대 검
객의 손이 가드 자세에서 움직일 때마다 타임-쓰러스트를 매번 가하라. 총검 찌름의 큰 모
멘텀 탓에 검 쪽에서는 재빠른 리뽀스트를 가하기 어렵다 ; 반면, 총검쪽의 공격은 설령 막
히는 한이 있어도 무기의 제어를 즉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리포스트를 가하기 전
에 두번째 찌름을 가할수 있는데, 물론 이것에도 예외는 있어서 총검을 찌르는 과정에 총을
쥐고 있어야 하는 왼손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경우는 연격을 할 수 없다 - 어떤 어리석은 사
람들은 찌를때 왼손을 놓고 (길게) 찌르라고 추천하기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검객에게 가장 유리한 때는, 상대가 하이 띠에르스 자세에 있는 검객의 칼을 제압하기 위
해 총검의 끝을 좀 높일때인데, 총검 끝을 들어올리는 순간 왼발을 전방으로 튕겨 내딛어서
상대의 총을 왼손으로 붙잡아라. 마찬가지로, 총검의 끝이 검객의 우측 하방 라인으로 낮아
졌을때, 스꽁드 라인에서 무기를 제압하면서 전방으로 패스 스텝을 내걷고, 검으로 베거나
찌를 수 있다 ; 하지만 이때 총을 붙잡으려고 왼손을 (우측 전방으로) 내미는 것은 어리석은
동작이 된다. 만약 총검의 끝이 높은 안쪽 라인에 있다면 콰르트를 이용해서 제압하고, 낮은
라인 쪽은 프림으로 대응하는데, 이 두가지 경우에는 왼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고나서
패스 스텝이나 런지로 찌르기나 베기를 넣어라.
하지만 한가지 염두에 둘 점은, 총검술에 숙련된 자에게 이런식으로 칼끝을 대주는 방식
은 방심한 순간 또는 힘이 쭉 빠졌을때가 아니라면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되려 실책이
되는 수도 있음을 주의하라.
총검술 사용자는 검에 의해 자기 무기가 제압되고 상대 검객이 간격 안으로 짓쳐들어온다
면, 'Bayonet-fencing and Sword-practice'(주: Clowes &Sons, Limited.에 의해 출판된 휴턴
의 1882년작이다.)에 쓴 바와 같이 오른발을 잽싸게 전방으로 패스 스텝으로 내딛으면서 개
머리판으로 후려쳐라.(역주: 총검술에서는 왼발 전방이 기본 자세다.)
검객 쪽이 상대의 총을 붙드는데 성공한다면 이제 그 혼자만이 찌르거나 베기를 가할수
있는 상황인데, 무장이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예의없는 행동이지만,

총검술 사용자가 자기 무기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경우는 예외(무장해제된 자를 공격해도 되
는 경우)가 될 것이다.

세이버 대 프렌치 소드(The Sabre opposed to the French Sword.)
----------------------------역주:
여기서 말하는 프렌치 소드는, 스몰소드를 말한다.
----------------------------이 방식의 대결은 Girard (1736년)가 폭넓게 논한 바 있으며, Angelo (1763년)와 Roworth
(1798) 역시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저명한 저자들의 시대에는 도검이 신사의 복장의 필수적
인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서로 다른 무기를 지닌 성마른 성격이 두사람 간에 다툼 혹은
"rencontre"라고 불리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무기의) 대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종간의 조우는 (현재는) 비록 실용적인 의미에
서는 쓸모가 없어졌으나, 검술 교실의 평소 훈련에서 탈피한 흥미로운 변환 훈련으로 추천
할만하며, 참여자의 기술과 판단력과 활동력을 시험하는 훌륭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규칙의
겨룸이 아닌 독특한 두뇌의 대결이 된다.
싸움에 임하는 양자는 반드시 간격 밖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검을 든 팔과 손을 목표로
공격한다 ; 스몰소드 검객은 상대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무기를 사용하므로, 상대의 묵직한
베기에 자주 닿게 되는 일로부터 스스로의 칼을 지키기 위해 이동과 이탈에 의존해야 하지
만, 검의 포르테의 가장 강한 부분으로 콰르트, 띠에르스, 프림, 그리고 스꽁드 자세로 패리
를 할 수도 있긴 하다. 검은 수평으로 들고 손과 팔뚝 부위를 셸 뒤에 두면, 검신으로 직접
패리하지 않아도 여러 유효타로부터 손과 팔을 지킬 수 있다.
세이버 쪽은 중단 가드로 검을 들고 칼끝이 상대의 뺨을 향하도록 드는데, 이러면 "세이버
검객(sabreur)"은 자신의 손과 팔이 셸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로해
졌을때는 손쉽게 손을 낮추어 중단 휴식자세(Resting Medium)로 둘 수 있다.
세이버 검객이 거세게 공격을 가할 생각이라면, 연속 물리네, 혹은 누운 8자(∞) 모양으로
휘두르며 방어하면서 전진하라.
이에 맞서 스몰소드 검객은 지반을 약간 내주면서, 연속적으로 칼끝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가 진짜 공격을 하거나 제풀에 지칠때까지 기다리다가, 검을 든 손에 재빠른 찌르기를
한두번 정도 가한다.
완전히 서로 다른 무기 간의 대결을 완벽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 이상
의 내용은 대결에 임하는 남자들의 검객다운 판정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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