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기반 무술전투 재점화시킬 새로운 지능형 방호복

(시드니 2014 년 2 월 25 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이 날리는 킬 샷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지능형 방호복 개발로, 전면접촉 무기기반 무술전투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 방호복 및 지지 기술은 호주의 Chiron Global 에 의해 개발됐다. Chiron Global 은 지난 4 년 동안
이 기술 솔루션을 개발 및 구축하고, 특허를 획득하는데 투자했다. 이 솔루션은 내장 센서와 더불어
방어가 없을 경우 타격이 신체에 가할 수 있는 실제 손상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보여주는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

‘반지의 제왕’ 및 ‘호빗’ 등과 같은 영화에서 활약한 방호복 개발자를 포함해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 및 제품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팀이 무술에 높은 무술공격 방어수준을
부여하는 이 지능형 방호복을 설계 및 제작했다. 세계 무에타이 챔피언 “대천사” Sone Vannathy 를
포함해,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다수의 무술 전문가들이 이미 이 방호복을 테스트한 상태다.

Vannathy 는 “이 방호복을 입은 상대와 싸울 때에는 중상을 입힐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내 능력껏 최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이 경험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이다. 타격을
가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의 무기 무술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새로운 국제 스포츠 Unified Weapons
Master(R) (UWM(R))를 향한 길을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UWM CEO David Pysden 은 “UWM 의 비전은 다양한 분야의 무술가들이 진짜 무기로 겨루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대규모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새로운 스포츠는 무기기반 무술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국제 무대에 고대무기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MMA 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고 덧붙였다.

방호복과 기술
UWM 방호복은 상대 선수의 방호복에 가해진 공격의 구체적인 위치와 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의학연구(골절특성)를 바탕으로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선수가 입을 실제 손상 정도를 계산하고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전면접촉 무술무기 전투를 바탕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처럼 그 결과를 처리한다. 그것도 모두
실시간으로 말이다. 이 방호복은 실제(하지만 끝이 무딘) 무술무기에서 나오는 강도가 센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UWM 은 올해 후반기 첫 번째 라이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UWM 행사표를 원하는 팬들은
웹사이트에서 UWM Gladiator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이 되면 독점적인 무대뒤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 UWM 라이브 행사표 우선권, 회원 전용 행사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성 및
한정판매 제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UWM 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uwm.tv or Facebook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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