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포그래픽스

과학기술의 금메달을 위해,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지난 8월, 수천 명의 운동 선수들이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왔다.
운동 선수들이 그들의 뛰어난 기량을 겨루도록 돕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서는 진보된 기술들의 놀라운 발전이 총 집약되었다.

리우의 데이터 네트워크

모바일과 웹 네트워크

자통신 회사 클라로 아메리카(Claro America)와 엠브라텔 브라질(Embratel
Brazil)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및 디지털 기술을 제공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27만 건 음

3G/4G 시스템의 요구가 2012

성 전화가 이뤄지며, 3만 건 SMS

년 런던 올림픽에 비해 50%가량

메시지가 보내졌다.

더 높았다.

2012 올림픽 동안 모바일 트윗의

무선 공급 업체 America Movil’s

량이 높았기 때문에 올림픽 중계에

Brazilian 의 위치에 180개의 모

도 영향을 주었다.

바일 지역과 40개의 보도 전용
지역이 더해졌다.

2016 리우 게임에서는, 358킬로
미터 광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올림
픽 시설 60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다.

IT 아이템들

총 5,400 IT 전문가들이 올림픽 게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 회사는

임 동안 도움을 주었다.

50톤 가량의 IT 장비를 제공한다

브라질 올림픽 준비위원회(BOC) IT
전담팀은 550개의 서버, 12,000대
컴퓨터, 3,800대 프린터를 구비했다.
브라질 올림픽 준비위원회(BOC)

7,000

100,000 랜

네트워크 접속 중계점

포털 네트워크

는 15,000건 메일을 보냈고,
16,000개 푸시투토크(PTT,버튼
방식의 양방향 무전기 통화),
15,000개 유선 전화, 16,000개
무선 전화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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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버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번역ㆍ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출처 FILED NATION
(https://www.fieldnation.com/wp-content/
uploads/2016/07/Going-for-the-Technological-GoldTechnology-the-Support-sthe-Rio-2016-Olympics.jpg)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스포츠 경기 심사와 운동 선수의 트레이닝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태권도
•경기자들은 전자 충격 센서가 부착된 특수 머리&가슴 보호대를
착용한다.
•이 센서들은 킥과 같은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숫자를
카운트한다.
•이 센서들은 득점 수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조정
•영국 도정 경기 팀은 압력 센서와 가속도계, 각도 센서가
부착된 보트로 훈련한다.
•이것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 각각의 트레이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이클
•미국 사이클 팀은 “스마트 안경(Smart Eyewear)”을 착용한다.
•이 안경은 최첨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생체 데이터, 스피드,
시간, 기타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여준다.
•이것은 블루투스로 연결되며, 다른 기기들과 동시적, 연속적으로
데이터 전송 받는다.

● See Futures : Vol.12 • FAL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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