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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mprove nutritional support based on analysis of the eating habits 
and training schedule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fenc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30 fencers (junior 
boys=9, girls=7; senior boys=4, girls=10) using a questionnaire. Total daily calorie intakes were 2325.7±1168.5 
kcal (boy), 2344.0±786.3 kcal (girl) for junior fencers and 2183.3±726.6 kcal (boys), 2654.4±1043.6 kcal 
(girls) for senior fencers. Nutrients below the RDIs were riboflavin and vitamin C for junior boy fencers and 
vitamin A, riboflavin, niacin, and vitamin C for senior boy fencers. The rates of the participants who had ob-
tained nutritional information were 44.4% (boys) and 14.3% (girls) for junior fencers and 50.0% (boys) and 
80.0% (girls) for senior fencers. Approximately half of the fencers had meals twice a day (55.6% for junior 
boy fencers, 57.1% for junior girl fencers, and 50.0% for senior fencers). The number of the fencers who 
were interested in nutrition varied: 66.7% and 28.6% of the junior boy and girl fencers answered they were 
interested in nutrition, while 25% and 60% of the senior boy and girl fencers showed interest in nutrition 
issues. Recommendations of total calories were 2,874 kcal (boys) and 2,377 kcal (girls) for junior fencers and 
3,398 kcal (boys) and 2,375 kcal (girls) for senior fencers respectively. A dietary plan for the fencing players 
during training periods was designed to improve their health and performance. Athletes can simultaneously re-
fuel and repair their bodies while contributing to their rehydration goals by consuming fluids that are sources 
of carbohydrates and protein, e.g., flavored milk and liquid meal supplement. Specific sport nutrition education 
applicable to athletes, especially young athletes, is recommended under professional support. Professionals may 
then target particular categories of athlet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mproving 
growth and athle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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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신적 측면의 역동

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신장과 체중의 신체적 성

장과 성호르몬 작용의 개시로 신체 조성, 체형의 변

화가 일어나는 성적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

다. 최근 들어 어린 시절의 운동이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되면

서, 강도 높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증가하

고 있다. 높은 강도로 훈련하고 시합하는 동안 어린

이의 건강과 운동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알아야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영양과 생리적 특

성에 대한 지식은 윤리적 문제와 연구 방법상의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인 운동선수에 비해 많이 알

려져 있지 않다(Bar-Or 1995). 운동하고 훈련할 때 

생리적 반응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게서 비슷하

지만 어린 선수들에게는 독특한 생리적 특성이 있

다(Boisseau & Delamarche 2000). 어린 운동선수들의 

운동시 생리적 반응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수행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영

양이 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 증가된 영양 요

구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성장과 발달과정에 손상을 

받게 될 뿐 아니라(Bar-Or 2000), 운동 수행 결과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영양 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도 관심이 많고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으로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잦은 외식과 패스트푸

드 등을 섭취하므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

다(Spear 1996; Kim 2001).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 식품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10∼15년 동안 스포츠에서 영양이 건강, 체

구성분, 에너지원의 이용성, 결과적으로 운동 수행

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많이 알려져 있다

(Gilbert 2009). 운동 수행력과 영양 지식, 신념 등에 

대한 지식은 증가되었지만,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받

아들일 수 있도록 식사의 실제적인 면을 긍정적으

로 증가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은 

뒤떨어져 있다(Gilbert 2009). 또한 운동 선수, 부모, 
행정가를 위한 많은 교육적인 자원이 개발됐지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때 필요한 

특별한 모델이나 구성(framework)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음식과 관련하여 스포츠 세계 안 · 밖으로부

터 운동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

하다(Choi 등 2010).
일부 선수들은 유의적인 관계도 없는 연구 결과

를 적용하기도 하고 약간 도움이 된다는 경향만 보

이는 것을 운동할 때 적용시키려고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선수들은 스포츠 영양학자나 영양사로부터 정

보를 얻을 기회가 없거나 경비가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휘트니스 트레이너나 

물리 치료사 등은 기본적인 영양지식을 갖고 있지

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미디

어나 보충제 회사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쉽고, 믿을 수 없는 정보일 때도 있다. 실

제 운동 수행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독특한 영양 

전략을 수행하는 선수들도 있다. 축구, 사이클 등 

지구력 일부 종목들의 정보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영양적인 전략들을 실제에 적용시키기가 쉬운 반면 

펜싱, 골프, 크리킷, 무예 등은 영양 요구량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펜싱은 두 선수가 부드럽지만 빠

르게 검을 휘두르며 공격범위와 방법에 따라 플뢰

레, 에페, 사브르로 구분된다. 에페와 플뢰레는 찌르

기로만 공격할 수 있고 에페는 마스크와 머리 등 

상체를 전부 공격할 수 있지만 플뢰레와 사브르는 

오직 몸통만을 공격할 수 있다. 사브르는 찌르기 이

외에 베기 공격이 추가되며 상반신 전체가 유효한 

공격범위이다. 기본적인 체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순발력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양섭취 실태는 1980년대 

이후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영양

에 대한 연구(Kim 1999; Yang 등 2003; Jo &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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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Youn 2008; You 등 2009)는 일부 수행되고 있

다. 청소년 운동 선수의 영양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Choi & Choi 2007; Lee 등 2008), 고등학생 운동선

수(Kim 2003; Lee 등 2005)의 식이섭취 조사에서 아

연, 구리 및 철분의 섭취 부족 가능성에 대한 연구

(Lee 등 2005),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의 휴식 대사량

과 영양소 섭취량(Kim 등 2009)에 대한 연구가 있

고, 펜싱선수들에 대한 영양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성장기인 중 · 고등 펜싱선

수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조사와 식습관, 식행동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영양 상태와 하루 활동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상적인 성장 · 발달과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식사 일정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동 수행

력을 증가시키는 영양과 실제적인 식사 방법에 대

해 코치와 운동 선수에게 교육하고, 운동 선수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에서는 경남 울산 소재의 중 · 고등학교 

펜싱 선수 30명(중학교 남자 9명, 여자 7명, 고등학

교 남자 4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10
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 내

용을 수정 · 보완하여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15
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설문 도구(Woo 등 1998; Jo & Kim 2008)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

는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응답이 불완전

한 설문지는 개인 면담을 통하여 보완한 후 통계 

처리하여 이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기초조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영양에 대한 관심 여

부, 영양보충제 복용 여부 및 종류, 식생활 조사 및 

식습관, 식행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주중 2

일, 주말 1일 총 3일 식사 기록법을 이용하여 대상

자가 직접 기록하였으며, 연구자가 사전에 기록시의 

주의 사항 및 목측량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나누어 주었다. 조사 전날의 식품명, 목측량,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한 후, 훈련된 면접자가 면접

을 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조사된 식품 섭취량은 

영양소 분석 프로그램(CAN pro 3.0 verson)을 이용

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식습관에 관련된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섭취 

여부, 간식 섭취 여부 및 종류, 음료 섭취 상태 등

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식습

관 조사에서는 식사의 규칙성, 결식 여부, 식사 속

도, 과식 여부, 외식 여부, 다양한 식품 섭취 등을 

포함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는 5
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

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식습관 점수로 평가하

였다.

2) 식사 일정 개발을 위한 조사

1단계: 운동선수의 영양 필요량 결정

운동선수의 하루 총 에너지 요구량은 나이, 성별 

및 체중과 운동 강도(활동적: 남자 1.26, 여자 1.31)
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였으며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단백질 요구량

은 성장하는 운동선수의 권장량인 체중 1 kg당 1.5 
g(1.48∼1.62 g/kg) (Lemon 1998), 당질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인 권장 열량

의 55∼65%, 지방은 열량의 25∼30%로 정하였다

(Sherman 등 1998; Cho 2002; Burke 2007). 한국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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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high school 
fencers

Senior high school 
fencers

Boy
n1) (%)

Girl
n (%)

Boy
n (%)

Girl
n (%)

Having obtained nutrition information

Yes 6 (66.7) 2 (28.6) 1 (25.0) 6 (60.0)

No 3 (33.3) 5 (71.4) 3 (75.0) 4 (40.0)

Being interested in
 nutritional issues

Yes 4 (44.4) 1 (14.3) 2 (50.0) 8 (80.0)

No 5 (55.6) 6 (85.7) 2 (50.0) 2 (20.0)

Interesting nutritional topics

Pre game diet 6 (66.7) 4 (57.1) 0 (  0) 3 (30.0)

Glycogen loading diet 0 (  0) 2 (28.6) 1 (25.0) 1 (10.0)

Weight control diet 5 (55.6) 3 (42.9) 1 (25.0) 6 (60.0)

Supplements 3 (33.3) 5 (71.4) 2 (50.0) 3 (30.0)

During game diet 5 (55.6) 3 (42.9) 1 (25.0) 4 (40.0)

Fluids & Sports drinks 2 (22.2) 2 (28.6) 2 (50.0) 5 (50.0)

Training diet 1 (11.1) 3 (42.9) 2 (50.0) 6 (60.0)

Post game diet 0 (  0) 0 (  0) 0 (  0) 4 (40.0)

Muscle building diet 5 (55.6) 1 (14.3) 1 (25.0) 4 (40.0)

Supplement use

Yes 4 (44.4) 5 (71.4) 1 (25.0) 7 (70.0)

No 5 (55.6) 2 (28.6) 3 (75.0) 3 (30.0)
1) n: number of respondents

Table 1. Percentage of respondents giving responses to se-
lected survey measures.

학회(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에서 정한 나

이와 성별에 따른 비타민, 무기질의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12의 

권장 섭취량은 제시된 기준치가 없으므로 상한 섭

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청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권장 섭취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비타민, 무기질의 권장 섭취량은 운동하지 않는 일

반 청소년의 권장 섭취량과 같게 정하였다.

12∼19세 에너지 필요량 계산 공식

남자: 88.5−61.9 × 연령(세) + PA[26.7 × 체중(kg) 
+ 903 × 신장(m)] + 25(성장에너지)kcal/일
[PA=1.0(비활동적), 1.13(저활동적), 1.26(활동

적), 1.42 (매우 활동적)]

여자: 135.5−30.8 × 연령(세) + PA[10 × 체중(kg) 
+ 934 × 신장(m)] + 25(성장에너지)kcal/일
[PA=1.0(비활동적), 1.16(저활동적), 1.31(활동

적), 1.56 (매우 활동적)]

2단계: 일일 활동에 따른 에너지 배분

하루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하루 3끼 식사로

는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아침에 공복상

태를 오래두지 않아야 하므로 아침 기상 후나 아

침식사의 에너지 배분,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운동

하는 동안에 음료 형태로의 혈당 유지를 위한 당

분 공급, 운동 후 회복을 위한 당질과 단백질 공급, 
저녁식사와 가벼운 간식 등으로 배분하였다(Burke 
2007).

3단계: 일일 활동에 따른 식사 일정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교 생활과 운동 전 · 후의 

운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과 회복을 위한 영양보충

을 고려하여 운동 시간에 따른 식사 일정을 정하여 

이용 가능한 식사 내용을 계획하였다(Burke 2007;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09).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백분율 및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 특성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중학교 펜싱선수 16
명(남자 9명, 여자 7명), 고등학교 펜싱선수 14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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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Junior high school fencers Senior high school fencers

Boy Girl Boy Girl

Total energy (kcal/day) 2325.7±1168.5 2344.0±786.3 2183.3±726.6 2654.4±1043.6

  Minimum∼Maximum 1426∼3370  1706∼3069 1341∼2703 2016∼3356

Protein (g/day) 86.2±50.1 91.5±52.6 80.6±37.0 101.9±46.7

  g/kg of body weight 1.65±3.94 1.81±1.89 1.19±0.77 1.86±0.92

  Animal (g) 49.6±30.7 48.0±33.5 41.2±26.0 54.5±25.8

  Plant (g) 36.6±19.4 43.5±19.1 39.4±11.0 47.4±20.9

CHO1):Protein:Fat 57.2:14.5:28.3 58.8:15.6:25.6 61.1:14.8:24.1 63.2:15.4:21.4

Calcium (mg/day)

  Animal (mg) 241.5±281.2 209.8±216.5 144.8±130.9 284.0±227.7

  Plant (mg) 207.1±141.0 305.7±165.0 253.0±71.2 355.7±168.7

Iron (mg/day)

  Animal (mg/day) 5.4±5.5 3.9±2.9 3.6±2.1 4.6±2.0

  Plant (mg/day) 15.8±18.6 18.4±9.4 9.0±2.6 13.0±61.8

Vitamin A (RE) 702.3±583.3 827.4±626.3 663.1±365.8 1117.0±696.4

Vitamin B1 (mg) 1.6±0.9 1.3±0.7 1.5±0.8 1.8±1.0

Vitamin B2 (mg) 1.4±0.9 1.3±0.6 0.9±0.2 1.5±0.7

Niacin (mg) 18.3±11.3 19.4±9.8 16.4±9.5 21.7±10.5

Vitamin C (mg) 50.8±32.9 69.2±48.8 100.0±126.3 82.5±47.0
1) CHO: carbohydrate

Table 2. Dail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자 4명, 여자 1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중

학교 펜싱선수 남 · 녀 각각 14.3±1.1세, 13.7±0.9세
이었고, 고등학교 펜싱선수 남 · 녀 각각 16.3±1.5세, 
17.0±0.9세이었다. 중학교 남 · 녀 선수의 신장은 

164.3±11.3 cm, 163.4±5.4 cm이었고, 고등학교 남 · 
녀 선수의 신장은 177.5±4.7 cm, 164.6±6.3 cm이었다. 
체중은 중학교 남 · 녀 선수 52.2±12.7 kg, 50.6±2.8 
kg, 고등학교 남 · 녀 선수 67.8±4.8 kg, 54.9±5.1 kg
이었다.

영양 및 건강에 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영

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은 중학교 남 · 
녀 66.7%, 28.6% 고등학교 남 · 녀 각각 25%, 60% 
이었다. 영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중학교 펜싱선수 

남 · 녀는 각각 44.4%, 14.3%이었고, 고등학교 펜싱

선수 남 · 녀 각각 50%, 80%이었다. 관심 있는 운동

과 관련된 영양 주제는 중학교 남자선수는 경기 전 

식사(66.7%), 체중조절 식사(55.6%), 경기 중 식사

(55.6%), 근육형성 식사(55.6%) 등이었고 여자선수는 

영양 보충제(71.4%), 경기 전 식사(57.1%), 체중조절 

식사(42.9%), 경기 중 식사(42.9%), 훈련시 식사(42.9%) 
등이었다. 고등학교 남자선수는 영양보충제(50%), 수
분 섭취(50%), 훈련시 식사(50%) 등이었고 여자선수

는 체중조절 식사(60%), 훈련시 식사(60%), 수분 보

충(50%) 등이었다.

2. 식생활에 대한 조사

1) 영양섭취 상태

연구 대상자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2에 

있고,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중학교 남 · 녀 선수 

각각 2325.7±1168.5 kcal, 2344.0±786.3 kcal, 고등학교 

남 · 녀 선수 각각 2183.3±726.6 kcal, 2654.4±1043.6 
kcal이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중학교 남 · 녀 선수 각

각 86.2 g, 91.5 g이었고, 고등학교 남 · 녀 선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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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Junior high school fencers Senior high school fencers

Boy Girl Boy Girl

Regularity of meal time

2 meals/day 5 (55.6) 4 (57.1) 2 (50.0) 5 (50.0)

1 meal/day 4 (44.4) 3 (42.9) 2 (50.0) 4 (40.0)

Never 0 (  0) 0 (  0) 0 (  0) 1 (10.0)

Enough meal time

All meals 1 (11.1) 0 (  0) 0 (  0) 1 (10.0)

2 meals/day 7 (77.8) 5 (71.4) 1 (25.0) 7 (70.0)

1 meal/day 1 (11.1) 2 (28.6) 3 (75.0) 2 (20.0)

Regularity of breakfast

Frequently 4 (44.4) 0 (  0) 1 (25.0) 1 (10.0)

Occasionally 3 (33.3) 5 (71.4) 0 (  0) 7 (70.0)

Never 2 (22.2) 2 (28.6) 3 (75.0) 2 (20.0)

Table 3. Food habits of junior & senior high school fencers.

각 80.6 g, 101.9 g이었다. 
칼슘 섭취량은 중학생 남 · 녀 선수 각각 448.6 

mg, 515.5 mg이었고, 고등학생 남 · 녀 선수 각각 

397.8 mg, 639.7 mg이었다. 철분 섭취량은 중학생 

남 · 녀 선수 각각 21.2 mg, 22.3 mg이었고, 고등학

생 남 · 녀 선수 12.6 mg, 17.6 mg이었다. 
비타민 A 섭취량은 남자 고등학생 선수는 15∼19

세 남자 청소년의 권장 섭취량인 850RE 이하를 섭

취하고 있었고, 다른 선수들의 비타민 A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 이상이었다. 티아민은 권장 섭취량 이

상을 섭취하였으며, 리보플라빈은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선수 모두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지 못하였으

며, 니아신은 고등학교 남자선수가 비타민 C는 중 · 
고등학교 남녀 선수 모두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

지 못하고 있었다.
2) 식습관 및 식행동에 대한 조사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식사의 규칙성에서

는 전체 대상자의 50% 이상이 하루 2끼 이상이라

고 답했으며 하루 1끼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 선수

도 40∼50%이었고 아침식사는 매일 먹는가에 대해 

때때로 라고 답한 여자 중학생 선수가 71.4%,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70%이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

을 때의 증세는 기운이 없게 느낀다고 대답한 중학

교 남 · 녀 펜싱선수 각각 33.3%, 28.6%이었고 고등

학교 남녀 펜싱선수 각각 25%, 40%이었다. 아침식

사는 대부분 어머니가 준비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아

침식사는 혼자 먹거나 형제 자매와 먹는다고 대답

하였다. 음료는 가끔 먹는다고 대답한 남 · 녀 중학

생 선수는 각각 77.8%, 42.9%이었고, 마시지 않는다

고 대답한 남 · 녀 고등학생 선수는 각각 75%, 50%
이었다. 

식행동 관련 20개 항목을 Likert 척도에 의해 점

수화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중학교 남자선수에

서 식행동 점수가 높은 항목은 과식하는 경향

(3.78±1.09), 짠 음식 좋아하는 편(3.67±1.12), 간식을 

좋아하는 편(3.67±1.00), 매일 우유를 마신다(3.56±0.53) 
등이었고, 중학교 여자선수는 하루 3끼 먹기(3.86±1.21), 
식사하기 전 손 씻기(3.86±0.63), 다양한 음식 먹기

(3.64±0.08), 간식을 좋아하는 편(3.57±0.52), TV보면

서 먹기(3.43±1.05) 등이었다. 남자 고등학생 선수는 

다양한 음식 먹기 ( 4 . 2 5 ± 0 . 5 0 ) ,  과식하는 경향

(3.75±1.26), 식사하기 전 손 씻기(3.75±0.96), 매일 우

푸드 먹기(3.50±1.73) 등이었다. 여자 고등학생 선수

는 식사하기 전 손 씻기(4.40±0.97), 매일 탄산음료 

마시기(4.00±0.94), 매일 3끼 식사하기(3.80±1.14), 규
칙적으로 먹기(3.60±0.84), 다양한 음식 먹기(3.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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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Junior high school fencers Senior high school fencers

Boy Girl Boy Girl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Not enough time 1 (11.1) 4 (57.1) 0 (  0) 5 (50.0)

Loss of appetite 3 (33.3) 2 (28.6) 2 (50.0) 1 (10.0)

Over sleeping 1 (11.1) 0 (  0) 2 (50.0) 1 (10.0)

Habitually 1 (11.1) 0 (  0) 0 (  0) 1 (10.0)

Others 2 (22.2) 1 (14.2) 0 (  0) 2 (20.0)

Symptoms after skipping breakfast

Feel lack of energy 3 (33.3) 2 (28.6) 1 (25.0) 4 (40.0)

Feel tired 1 (11.1) 1 (14.3) 0 (  0) 0 (  0)

Can not concentrate in class 0 (  0) 1 (14.3) 0 (  0) 0 (  0)

Feel dizzy 0 (  0) 0 (  0) 1 (25.0) 0 (  0)

Overeat at lunch time 2 (22.2) 0 (  0) 1 (25.0) 3 (30.0)

Person who prepares for breakfast

Mother 7 (77.8) 6 (85.7) 1 (25.0) 6 (60.0)

Myself 0 (  0) 1 (14.3) 0 (  0) 2 (20.0)

Others 2 (22.2) 0 (  0) 3 (75.0) 2 (20.0)

Whom having breakfast with 

All family members 1 (11.1) 1 (14.3) 1 (25.0) 1 (25.0)

Alone 3 (33.3) 3 (42.9) 1 (25.0) 3 (30.0)

Brothers or sister 4 (44.4) 3 (42.9) 0 (  0) 4 (40.0)

Others 1 (11.1) 0 (  0) 0 (  0) 2 (20.0)

Degree of satisfaction with breakfast

Satisfied 3 (33.3) 5 (71.4) 0 (  0) 5 (50.0)

Normal 5 (55.6) 2 (28.6) 0 (  0) 4 (40.0)

Unsatisfied 1 (11.1) 0 (  0) 1 (25.0) 0 (  0)

Others 0 (  0) 0 (  0) 3 (75.0) 1 (10.0)

Regularity of snacks

Frequently 0 (  0) 0 (  0) 0 (  0) 0 (  0)

Occasionally 7 (77.8) 3 (42.9) 2 (50.0) 6 (60.0)

Never 2 (22.2) 4 (57.1) 1 (25.0) 4 (40.0)

Others 0 (  0) 0 (  0) 1 (25.0) 0 (  0)

Regularity of drinking beverages

Frequently 0 (  0) 0 (  0) 1 (25.0) 1 (10.0)

Occasionally 7 (77.8) 3 (42.9) 0 (  0) 4 (40.0)

Never 2 (22.2) 4 (57.1) 3 (75.0) 5 (50.0)

Reason of drinking

Thirsty 8 (88.9) 0 (  0) 3 (75.0) 9 (90.0)

Hungry 0 (  0) 6 (85.7) 0 (  0) 0 (  0)

Habitually 1 (11.1) 0 (  0) 1 (25.0) 1 (10.0)

Others 0 (  0) 1 (14.3) 0 (  0) 0 (  0)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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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Junior high school fencers Senior high school fencers

Boy Girl Boy Girl

I eat regularly  2.89±1.361) 3.14±1.10 3.00±0.82 3.60±0.84

I eat three meals a day 2.44±1.59 3.86±1.21 3.25±2.06 3.80±1.14

I have a tendency to overeat 3.78±1.09 3.43±0.84 3.75±1.26 3.00±1.15

I eat various food 3.67±1.22 3.64±0.80 4.25±0.50 3.50±0.85

I leave food on my plate 2.47±1.17 1.86±1.03 2.50±0.58 3.20±1.03

I eat food slowly 2.56±0.73 2.14±0.75 1.50±0.58 3.00±1.15

I have a meal without fixed-seat 3.44±1.13 2.29±0.98 3.00±1.63 2.60±1.35

I complain about side dishes 2.33±1.00 2.71±1.17 2.75±1.26 2.00±1.05

I eat while watching TV 2.78±0.97 3.43±1.05 2.33±1.15 2.60±1.26

I wash my hands before eating a meal 3.44±1.13 3.86±0.63 3.75±0.96 4.40±0.97

I prefer salty food 3.67±1.12 2.86±1.26 3.25±1.71 2.33±1.02

I prefer snacks to a meal 3.67±1.00 3.57±0.52 3.00±1.83 3.40±1.43

I eat some food at night 2.56±1.24 2.43±0.82 3.00±0.82 2.30±0.95

I eat sweets like chocolate or candy every day 2.00±0.71 2.17±0.45 2.25±1.50 1.60±0.52

I eat fast-food like pizza or hamburger every day 2.56±0.53 2.14±0.63 3.50±1.73 1.50±0.53

I eat instant food every day 3.22±1.20 3.14±0.98 2.00±0.82 3.30±1.50

I drink milk every day 3.56±0.53 3.00±0.89 3.75±1.26 3.30±1.34

I eat meat, fish, eggs and tofu every day 2.33±0.71 1.86±0.75 3.25±0.96 1.90±0.99

I drink carbonated drinks like coke every day 3.33±1.22 3.14±0.75 3.00±1.41 4.00±0.94

I eat vegetables at every meal 3.00±1.41 2.86±1.55 2.75±1.50 2.70±1.70

Total 2.99±1.05 2.88±0.91 2.99±1.19 2.90±1.09
1) Mean±SD

Table 4. Dietary behavior scores.

등이었다.

3. 훈련시 실제적인 식사 일정 개발

중 · 고등학교 펜싱선수들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 하루 활동에 맞는 식사 일정 개

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운동선수의 에너지 및 영양 필요량

결정에 있어서 중학교 펜싱선수 남 · 녀 각각 에너

지 필요량이 2,874 kcal, 2,377 kcal이었고, 고등학교 

펜싱선수 남 · 녀 각각 에너지 필요량이 3,398 kcal, 
2,375 kcal이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필

요량을 중 · 고등 여자 2,500 kcal, 중학생 남자 

3,000 kcal, 고등학생 남자 3,500 kcal로 정하였고 청

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미량 영양소 권장 섭취량은 

정해지지 않아서 비타민, 무기질의 권장 섭취량은 

운동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의 권장 섭취량과 같게 

정하였다(Table 5). 수분은 운동으로 인한 땀 흘리는 

비율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운동선수들에게 

권장하는 기준치는 에너지 섭취량 1,000 kcal당 1 L
이다(Burke 2007).

2단계에서 일일 활동에 따른 에너지 배분은 하루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하루 3끼 식사로는 필요량

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아침 기상 후 공복상태를 

오래두지 않고 가벼운 당질을 공급하여 혈당 농도

를 유지시키고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에너지 배분

과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운동 하는 동안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유지와 혈당 농도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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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t3)

(kg)
Ht4)

(cm)
Energy 
(kcal)

Protein
(g)

CHO5)

(g)
Vitamin A
(μg RE)

Vitamin D
(μg)

Vitamin E
(mg d-TE)

Vitamin C
(mg)

Fencers
(Junior, B1)) 52.2 164.3 3,000 78 450 700 10 10 100

Adolescent
(12∼14, B) 49.6 159.0 2,400 50 − 700 10 10 100

Fencers
(Junior, G2)) 50.6 163.4 2,500 76 375 650 10 10 90

Adolescent
(12∼14, G) 46.5 155.0 2,000 45 − 650 10 10 90

Group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acin
(mgNE)

Vitamin
B6 (mg)

Folate
(μg)

Vitamin
B12 (μg)

Calcium 
(mg)

Phos porus
(mg)

Iron
(mg)

Zinc
(mg)

Fencers
(Junior, B) 1.5 1.5 15 1.5 360 2.2 1,000 1,000 12 8

Adolescent
(12∼14, B) 1.2 1.5 15 1.5 360 2.2 1,000 1,000 12 8

Fencers
(Junior, G) 1.0 1.2 13 1.4 360 2.2  900  900 12 7

Adolescent
(12∼14, G) 1.0 1.2 13 1.4 360 2.2  900  900 12 7

Group Wt
(kg)

Ht
(cm)

Energy
(kcal)

Protein
(g)

CHO
(g)

Vitamin A
(μg RE)

Vitamin D
(μg)

Vitamin E
(mg d-TE)

Vitamin C
(mg)

Fencers
(Senior, B) 67.8  177.5 3,500 90 525 850 10 10 110

Adolescent
(15∼19, B) 63.8  172.0 2,700 96 - 850 10 10 110

Fencers
(Senior, G) 54.9  164.6 2,500 82 375 700 10 10 100

Adolescent
(15∼19, G) 53.0  160.0 2,000 45 - 700 10 10 100

Group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cain
(mgNE)

Vitamin
B6 (mg)

Folate
(μg)

Vitamin
B12 (μg)

Calcium
(mg)

Phos porus
(mg)

Iron
(mg)

Zinc
(mg)

Fencers
(Senior, B) 1.4 1.8 18 1.8 400 2.4 1,000 1,000 16 10

Adolescent
(15∼19, B) 1.4 1.8 18 1.8 400 2.4 1,000 1,000 16 10

Fencers
(Senior, G) 1.0 1.2 13 1.4 400 2.4  900 900 16  9

Adolescent
(15∼19, G) 1.0 1.2 13 1.4 400 2.4  900 900 16  9

1) B: boy, 2) G: girl, 3) Wt: weight, 4) Ht: height, 5) CHO: carbohydrate

Table 5. Recommendation of nutrient daily intake.

당질과 단백질 공급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를 배분

하였다(Burke 2007)(Table 6).
3단계에서 일일 활동에 따른 식사 일정은 학생선

수들의 학교생활과 운동 시간을 고려하여 권장되는 

식사 일정과 내용을 에너지별로(3,500 kcal, 3,000 

kcal, 2,500 kcal) 배분하여 정리하였다(Table 7). 제시

된 식사 내용은 팀별, 개인별 기호도, 준비 가능한  
상태,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도

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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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Senior high school fencers (B1))
(3,500 kcal)

Junior high school fencers (B)
(3,000 kcal)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fencers (G2)) (2,500 kcal)

Pre breakfast  5∼10 150∼350 150∼300 100∼150

Breakfast 20∼25 700∼850 600∼750 500∼600

At school  5∼10 150∼350 150∼300 100∼150

Lunch 20∼25 700∼850 600∼750 500∼600

During exercise  5∼10 150∼350 150∼300 100∼150

Post exercise 10∼15 350∼550 300∼450 250∼350

Dinner 20∼25 700∼850 600∼750 500∼600

Snack  5∼10 150∼350 150∼300 100∼150

Total 100 3,500 3,000 2,500
1) B: boy, 2) G: girl

Table 6. Distribution of energy according to daily schedule.

Training dietary schedule (3,500 kcal, 3,000 kcal, 2,500 kcal)

Time Activity Foods Energy

07:00∼07:10 Wake up 2 cups of sports drink, banana (juice, rice beverage) 150∼350 kcal (150∼300/100∼150)

07:10∼07:30 Wash up  

07:30∼08:00 Breakfast Breakfast cereal with milk, salads, bread with jam or honey,
 fruits, ham & bacon, egg

700∼800 kcal (600∼750/500∼600)

08:00∼09:00 Go to school

09:00∼12:00 At school Water, snack (bread, fruits) 150∼350 kcal (150∼300/100∼150)

12:00∼13:00 Lunch Rice, vegetables, steamed fish, noodle with a sauce based on low fat 
 ingredients (vegetables, lean meat), juice, yoghurt, bread roll with sweets

700∼800 kcal 
(600∼750/500∼600) (no salty)

13:00∼14:00 Rest Water

15:00∼17:00 During training Water (sports drink, juice, rice beverage) 150∼350 kcal (150∼300/100∼150)

17:00∼17:30 Post training Recovery food (sports drink & chocolate, sports drink & amino acids) 350∼550 kcal (300∼450/250∼350)

17:30∼18:30 Shower & rest Water  

18:30∼19:30 Dinner Rice, soup, beef with vegetables, vegetables, stewed foods, fruit, salads, milk 700∼800 kcal (600∼750/500∼600)

19:30∼20:00 Rest Juices

20:00∼20:30 Late snack Fruit (banana, kiwi etc) with fruit flavored yoghurt, low fat milk
 or milk products

150∼350 kcal (150∼300/100∼150)

22:00∼ Sleep

Table 7. Meal plan for fencing players on a training day.

고 찰

청소년기는 일생동안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장이 

가장 활발하고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각

종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간

식 섭취 등으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기 쉽다.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7)에 의하면 13∼19세의 연령층에서 영

양섭취기준에 미달된 영양소로는 열량, 칼슘, 철, 칼
륨,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등이 있으며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았다. 반면 영양섭취 

기준 상한치 이상을 섭취한 비율이 지방 21.8%, 나

트륨 57.0%로 조사되었다. 
중 · 고등 학생 펜싱선수들의 식생활 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 중학생 선수와 남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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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 선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적게 섭취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 선수들의 성별, 연령

별, 종목별 에너지 섭취량은 다양하며, 운동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은 여러 가지 표를 이용하여 일반적

인 범위는 구할 수 있으나, 특정 선수의 에너지 충

족도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 

성장 패턴을 그려 놓고 신장과 체중 표준치와 비교

하면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섭

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원의 이용시 어린이들은 

청소년과 성인보다 지방을 더 사용하고 당질은 덜 

사용한다(Hebestreit 등 1996). 어린이들이 운동하는 

동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영양적으로 권장량을 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

는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Bar-Or 2000). 그러

나 어린 운동선수이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총 에너지 섭취량의 30% 이상을 지방으로 먹어야 

된다는 증거는 없다(Bar-Or 2000). 성인 운동선수에

게 권장되는 당질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70%
이고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

며(Costill 1988), 체중당 7∼10 g을 권장한다(Burke 
2007). 그러나 어린 선수들에 대한 당질 권장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에너지 기질의 이용과 당질 요구

량은 성인과 어린 선수와 차이가 난다(Bar-Or 2000). 
그렇지만 연구가 더 수행될 때까지는 성인 선수에 

대한 권장량에 기초를 두고, 총 에너지 섭취량의 

55%가 어린 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권장이 될 것이

다(Burke & Deaken 2000).
단백질 섭취량은 중 · 고등 남녀 모두 일반 청소

년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 어린 선수들의 단백질 권

장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량을 정

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Thompson 1998). 총 에

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량을 충족할 때 단백질 권

장량은 체중 1 kg당 1.2∼2.0 g일 것으로 제안한다

(Lemon 1998). 에너지 섭취량이 낮은 체조와 발레리

나들도 체중당 1.5∼2.0 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으므로(Benson 등 1985; Benardot 등 1989) 
본 연구 대상자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을 충

족할 것으로 본다.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과 관계

가 있으므로 에너지 섭취량을 제한하는 선수들에게

는 미량 영양소의 섭취가 불충분할 위험이 있다. 특
히 우유와 육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부족할 위험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선수들에게서 

권장량 이하를 섭취하는 영양소는 칼슘과 철분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칼슘 섭취량은 400∼550 mg으
로 일반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칼슘 권장량인 여자 

900 mg, 남자 1,000 mg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칼슘 요구량은 높지만, 12∼
15세의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 조사 결과

에서도 여자는 77%, 남자는 64%를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에너지 섭취량을 제한하는 여자 선수들

은 유제품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고, 저 칼슘 섭취

의 위험이 증가한다(Benson 등 1985; Bass & Inge 
2000). 유제품은 운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들에게도 좋은 칼슘 급원이고, 이런 식품들을 제한

하는 것이 칼슘 섭취를 낮게 할 수 있다.
철분 요구량은 저장된 정도, 매일 손실량과 식사

에서 철의 이용성에 따라 다르다. 청소년기에 철의 

요구량은 빠른 성장(적혈구 세포 증가, 증가하는 근

육에 미오글로빈 축척), 운동시 땀과 대변으로의 철 

손실 증가(DeRuisseau 등 2002), 여자 선수는 월경으

로의 철분 손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인 남자보다 

2 mg 정도 요구량이 더 많다(Benson 등 1985; 
Bergström 등 1995; Rowland 1990). 연구 대상자의 

철분 섭취량은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비타민 섭취량 중 일부 권장량만큼 섭취하지 못

하는 영양소들이 있고 또 일부 영양소들은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로 인한 필요량 증가, 운동에 의한 이

용률 증가, 땀으로 손실 등으로 대사적 변화의 가능

성이 제시되었다. 이런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초래

되지 않기 위하여 식사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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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가 충분한 균형식을 하지 않으면 비타민

과 무기질 보충제(권장량 정도 함량이 들어 있는)를 

권장할 수도 있다. 저열량 식사를 하는 운동선수에

게는 영양 권장량의 50∼100% 함량의 비타민과 무

기질 보충제를 권장할 수도 있다. 특히 미량 영양소

는 에너지 생성, 헤모글로빈 합성, 면역 기능 유지, 
산화적인 손상에 대한 신체 보호 등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 필요량이 증가할 것

으로 보이지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09), 
청소년 운동선수에 대한 권장량이 제시되지 않고 있

어서 앞으로 운동선수 중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 운

동선수들의 미량 영양소 권장량에 대한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침식사의 결

식 비율이 중학교 남자선수에서 22.2%로 조사되었

고 안 먹는 이유가 식욕이 없다가 33.3%로 높게 조

사되었다. 중학교 여자선수는 가끔 아침식사를 안먹

는 대상자의 비율이 71.4%이며 안먹는 이유는 시간

이 충분히 없어서가 57.1%이었다. 다른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늦게 일어나서(54.3%), 식욕이 없어서(33.7%) 등이어

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Jo & Kim 2008). 아침

식사를 안했을 경우 증세는 기운이 없다(중학교 남자

선수 33.3%, 여자선수 28.6%, 고등학교 남자선수 

25.0%, 여자선수 40.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운동선

수들은 아침식사 결식 후 혈당농도 유지 및 오후 

운동을 위한 에너지원이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아

침식사의 중요성 및 오전 학교생활 중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

식의 섭취빈도는 가끔 섭취한다가 중학교 남녀 선

수 각각 77.8%, 42.9%이었고 고등학교 남녀 선수 각

각 50.0%, 60.0%이었다.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청소년(13∼19세)의 54.3%는 하루 1회, 36.7%는 하

루 2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였다. 음료를 마시는 빈

도는 가끔 마신다가 중학교 남녀선수 각각 77.8%, 
42.9%이었고, 고등학교 여자선수 40.0%이었다. 마시

는 이유는 갈증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운동 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음료를 섭취하는 이유가 되며 

식사일정에서 운동 전 · 중 · 후 수분 보충에 대한 

이해와 수분 보충시 가장 이상적인 음료 선택 등에 

관한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대상자

들의 식행동 조사 결과는 중학교 남녀 선수 각각 

2.99±1.05, 2.88±0.91, 고등학교 남녀 선수 각각 2.99±1.19, 
2.90±1.09이었다. 일반 중학생 남녀 각각 3.28±1.21, 
3.23±1.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Jo & Kim 
2008). 식습관과 식행동 조사 결과는 대상 집단별 

활용보다는 추후 연구에서 운동선수 개인별로 상담

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펜싱선수들의 훈련시 영양 섭취상태가 운동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단

백질, 칼슘 및 철분을 비롯한 미량 영양소의 섭취량

이 권장량에 도달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과 훈련 일

정에 맞는 식생활을 유지하여 펜싱선수들의 영양상

태, 건강 및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식사 일정을 계획하였다. 일부 미국, 호주에서 수영, 
마라톤, 축구 등의 종목에서 훈련과 시합시 일정에 

따른 식사일정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영양 상담을 

통해 운동선수 개인의 일정에 맞춘 개별화된 식사

일정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 연구

가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영양 관리시 각 팀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종목선수

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
으로 식습관과 식행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

등학생 펜싱선수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통한 개인

별 식사 일정 및 지도가 요구된다. 

요약 및 결론

성장기인 중 · 고등 펜싱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조사와 식습관, 식행동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영양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상적인 성장 · 발달

과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식사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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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학교 

펜싱선수 16명(남자 9명, 여자 7명), 고등학교 펜싱

선수 14명(남자 4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중학교 펜싱선수 남녀 각

각 14.3±1.1세, 13.7±0.9세이었고, 고등학교 펜싱선수 

남녀 각각 16.3±1.5세, 17.0±0.9세이었다. 중학교 남

녀 선수의 신장 164.3±11.3 cm, 163.4±5.4 cm이었고, 
고등학교 남녀 선수의 신장 177.5±4.7 cm, 164.6± 6.3 
cm이었다. 체중은 중학교 남녀 선수 52.2±12.7 kg, 
50.6±2.8 kg, 고등학교 남녀 선수 67.8±4.8 kg,  54.9±5.1 
kg이었다.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험은 중학교 

남녀 66.7%, 28.6%, 고등학교 남녀 각각 25%, 60%
이었다. 영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중학교 펜싱선수 

남녀는 각각 44.4%, 14.3%이었다.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중학교 남녀 선수 각각 

2325.7±1168.5 kcal, 2344.0±786.3 kcal, 고등학교 선수 

남녀 각각 2183.3±726.6 kcal, 2654.4±1043.6 kcal이었

다. 단백질 섭취량은 중학교 남녀 선수 각각 86.2 g, 
91.5 g이었고 고등학교 남녀 선수 각각 80.6 g, 101.9 
g이었다. 

칼슘 섭취량은 중학생 남녀 선수 각각 448.6 mg, 
515.5 mg이었고 고등학생 남녀 선수 각각 397.8 mg, 
639.7 mg이었다. 철분 섭취량은 중학생 남녀 선수 

각각 21.2 mg, 22.3 mg이었고 고등학생 남녀 선수 

12.6 mg 17.6 mg이었다. 
비타민 섭취량은 고등학교 남자선수들이 권장량

만큼 섭취하지 못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A, 리보 플

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이었고 중학교 남자선수들은 

리보플라빈과 비타민 C의 섭취가 권장량에 도달하

지 못하였다. 
식사의 규칙성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0% 이상이 

하루 2끼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하루 1끼 이상이라

고 답한 학생 선수도 40∼50%이었고 아침식사의 매

일 먹는가에 대해 때때로라고 답한 여자 중학생 선

수가 71.4%,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70%이었다.

본 연구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 펜싱선수를 대

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결과의 통계학적 

의미에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식사 일정 

개발이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영양판정 결과도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어지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되는 주제는 성장기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운동 강도에 기초한 개개인에 맞는 영양권장량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 운동 선수들의 영양 판정을 위한 보다 나은 

영양판정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실제 활용 가능한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위한 도구 

개발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이 추후 과제로 남아 있

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영양이 운동 수행력과 건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 코치, 팀닥터, 트레이너, 청소년과 어린이 

모두가 스포츠와 영양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

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실시할 때 

어린 운동선수들의 영양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신체 조성(골 도, 체지방, 제지방량 등)에 대한 

측정과 식이 섭취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고 그 결

과에 따른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영양적인 사항은 어린 선수들의 단백질 요구량, 
에너지의 요구량 충족 여부, 운동에 의한 탈수를 막

기 위하여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이다. 
어린 선수들의 음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코치와 어린 선수에게 건강, 영양, 식이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 영양학자와 영양사들은 운동 수행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좋은 영양과 수분 섭취 상태나 영

양 보충제에 대한 사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서 선수 개인에 맞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를 둔 

전략을 세우고 적용시켜야 한다. 이때 선수들의 식

사 섭취나 식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운동 종목(스포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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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규칙, 스포츠의 문화, 시합 스케줄, 이동 및 투

어, 과학적인 근거), 개인의 특성(건강과 휘트니스 

상태, 의학적인 소견, 수행할 목표, 신체 구성분, 음

식 기호도), 클럽이나 선수단(선수단의 음식 기호도, 
음식 공급, 이용 가능한 자원, 보충제 사용, 스폰서 

쉽) 등의 필수적인 정보를 알아야 한다.
스포츠 영양학자 및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어린 

운동선수들이 성장, 건강, 운동을 위한 영양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

져야 하며, 스포츠 영양학자들의 문은 이들을 위하

여 항상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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