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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 I is organiz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NIMS). I is a project by the 
Mathematisches Forschungsinstitut Oberwolfach, supported by the 

Klaus Tschira Stiftung.

at ICM 2014, SEOUL

WELcomE to

Please contact our coordinator via email for visiting
NIMS - I exhibition in Daejeon

Contact: imaginary@ni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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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mage

Interactive Program

Sculpture

www.imaginary.org/nims

1 Mathematics Image Gallery

2 Crystal Flight, FroZenLight

3 jReality, Qi

4 Dune Ash, TsunaMath 

5 Mathematics Film Gallery

6 The Future of Glaciers

 The Sphere of the Earth

7 Cinderella

8 Morenaments

9 SURFER



What is imaGinarY? Exhibits Exhibits Exhibits

I 는 체험형 수학전시회이자 수학 전시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2008년 독일 수학의 해를 기념

하여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전세계 30개국에서 열린 

120여회의 전시회에서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 는 체험형 수학프로그램, 시각화, 가상

현실, 3차원 조형물과 그 뒤에 숨겨진 대수기하, 미분

기하, 결정학 그리고 지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분방정식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전시회의 목적은 대중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전시물을 체험하고 여러

분만의 수학예술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도우미들이 각 전시물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

를 설명해 줄 것 입니다.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를 맞아 선보이는 NIMS - 

I 전시는 9개의 터치스크린, 수학 이미지 

갤러리, 그리고 3차원 수학조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전의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NIMS - I 의 홈페이지 (www.imaginary.

org/nims)를 방문하면 전시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를 함께 기획

하고 만든 사람들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imaGEs, fiLms and scuLpturEs
수학적 이미지는 I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수학

자와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이미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학적 

개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

니다. 아름다운 이미지 16점이 전

시공간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디지털 이미지 갤러리를 통해 더 많은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공간의 뒤쪽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수학 조형물 

1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은 대수곡면, 최소곡면, 그리고 공간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갤러리를 통해 수학과 예술

에 관한 10편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타원곡선 암호론, 거친 

매듭, 프랙탈 애니메이션, 꼬인 끈, 

차원, 해양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Mathematical Simulation (Cinderella)

다양한 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현상

이 Cinderella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

되었습니다. Cinderella를 이용하면 

대칭성, 카오스 현상, 동역학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을 가지고 실험하고, 

물고기 떼의 움직임과 해바라기의 

성장을 관찰하고, 흥미로운 논리 게임

을 즐기기 바랍니다.

► Symmetry Groups (Morenaments)

Morenaments를 이용하면 17가지

의 벽지군(또는 평면의 대칭군)중

하나의 대칭 패턴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지는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면 회전의 중심, 대칭 축과 

같은 기하적 특성이 눈에 띌 것입

니다. 편한 마음으로 몇 번의 터치

만 에  전 체  평면 을  아 름 답 게  

채우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Morenaments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Algebraic Geometry (SURFER)

SURFER는 대수학과 기하학의 

관계(즉, 수식과 형태의 관계)를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간단한 수식을 입력해서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미지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SURFER는 실시간

으로 실(實, real) 대수기하학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나타

나는 곡면은 3개의 미지수를 가진 

다항 방정식의 해집합입니다.

► Differential Geometry (jReality, Qi)

jReality를 통해 일인칭 비디오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수학적 조형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분기하학과 관련된 수학적 조형

물이 설치되어 있는 가상 세계에서

걷고, 뛰고 공을 던지는 즐거움을 

느껴 보기 바랍니다.

Qi는 일정한 평균곡률을 갖는 곡면과 

제약조건이 주어진 Willmore곡면

을 다양한 관점으로보여줍니다.

곡면의 종류, 표면의 질감, 관찰 방법, 

변형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바꿔

가며 여러 가지 곡면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습니다.

touchscrEEn panELs
► Crystallography and Reflections
 (Crystal Flight, FroZenLight)

Crystal Flight은 석영, 형석, 다이

아몬드의 결정 구조 또는 수학적 

대칭 구조 안을 날아다닐 수 있도

록 해줍니다. 3D 안경을 착용하고 

Crystal Flight을 체험한다면 마

치 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착각

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FroZenLight는 원형의 거울에 

의해 반사되는 완벽한 광선을 보여

줍니다.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학과 기하구조를 경험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카오스, 예술, 암호론

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Mathematics of Planet Earth
 (Dune Ash, The Future of Glaciers , The Sphere of the Earth, TsunaMath)

화산 폭발, 쓰나미, 빙하의 소멸과 

같은 자연현상을 수학을 이용해 예측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당면한 이와 같은 거대한 자연

재해를 이해하는 데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두 대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수학이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어떻게 묘사

하는지, 그리고 지도제작법에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구를 살리는 수학’(Mathematics of 

Planet Earth, mathsofplanetearth.

org)에서 우수 수학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