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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2014. 8. 19(화)

<자료문의>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최희연 사무국장 02-563-2014

미디어 센터 02-6288-6342, 02-6288-6309

릴라바티상 수상자 특별 강연 

아드리안 파엔자

◦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8월 20일 8시 COEX 

Hall D1에서 ‘릴라바티 상’ 수상자인 아드리안 파엔자 교수의 수

상 기념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  릴라바티상은 지식의 원리로서 수학과 다양한 인간의 삶에서 중대한 역

할을 담당하는 수학을 널리 알려 대중의 관심을 제고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0년 하이데라바드 ICM부터 수여하기 시작했다. 첫 수상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이먼 싱(Simon Singh)이

다.

◦  

   

 

  ‘릴라바티’는 12세기 인도 수학자 바스카라가 쓴 수학책으로, 여

러 가지 산술이 주요 내용이며 기하학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  릴라바티는 바스카라의 딸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많은 문제

들은 릴라바티에게 시적 표현으로 문제를 내 주고 풀이를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책은 딸을 위한 ‘수학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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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 세계수학자 대회 릴라바티상 수상자는 아드리안 파엔자

(Adrián Paenza) 박사이다.

○ 파엔자 박사는 일반 대중이 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

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열정으로 여러 권의 수학책을 저술하였으며, 수학과 과학에 관한 

두 개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아드리안 파엔자(Adrián Paenza) 박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수학자이며 과

학 저널리스트이다. 1949년 5월 9일에 태어나 1979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그곳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뿐

만 아니라 파엔자 교수는 그 기간에 TV 스포츠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정치평론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  

   

 

 또한 파엔자 박사는 2003년부터 공영 방송 TV Pública에서 

“Científicos Industria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과학자들)” 이라는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학 저널리스트로서의 빛나는 삶을 시

작했다.

○ 매주 한 시간씩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수

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과학 퀴즈를 내주며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

○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년 동안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마틴-피에로상(2004

년과 2011년에 최고 문화프로그램, 2007년과 2009에 최고 저널리즘 프로

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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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엔자 박사는 2009년부터는 매주 30분씩 “Alterados por Pi (파이 

때문에 바뀌는 삶)”이라는 수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아드리안 파엔자는 재미있는 일화, 인터뷰, 유머 등을 섞어 문제 풀이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적이고, 즐겁고, 일상에 가까운 수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있는 공립학교를 돌아가며 촬영한다.

◦  

   

 

 아드리안 파엔자 박사는 지금까지 여덟 권의 수학책을 썼다.

○ 그 중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Matemática... ¿Estás ahí? (수
학아... 너, 거기 있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수학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루한 것은 아니다. 수학은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답다.”

 붙임  1. 릴라바티상 수상자 프로필

2. 릴라바티상 수상자 강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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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릴라바티상 수상자 프로필

- 이름: 아드리안 파엔자(Adrián Paenza) 
- 생년월일: 1949년 5월 9일

- 요약: 아르헨티나 출신의 수학자이며 과학 저

널리스트이다. 

- 경력: 

  197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2002년: TV 스포츠 저널리스트, 정치평론가

붙임2 릴라바티상 수상자 강연 일정

○ 일시 및 장소: 8월 20일 (수) 20:00 ~ 21:00, 코엑스 3층 Hall D1

○ 강연 제목: The Wrong D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