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M GAMES



게임 콘텐츠 상세 I N D E X

001. 에코프랙션 Eco Fraction

002. 데이터 애널리스트 Data Analyst

003. 인공 지능 매쓰봇 점프미로 Jump Puzzle Algorithm

004. 좌회전 금지미로 No Left Turn Puzzle

005. 데카르트 댄스 Descartes Dance

006. 시계 게임 Math Clock

007. 곱셈구구 Multiplication Table

008. 스피닝 트라이앵글 Spinning Triangle

009. 매쓰 MRI Math MRI

010. 알지브릭스 Algebricks Original

011. 알지브릭스 두 수의 곱 Algebricks Basic

012. 육각 트랙 달리기 Binomial Expansion

013. 아쿠아매쓰 Aqua Math

014. 아벨로드벨 Abel Road Bell

015. 카 레이싱 Car Racing

016. 기사의 여행 Knight’s Tour



에코프랙션 Eco Fraction

[초등] 분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중등] 정수와 유리수

콘텐츠별 상세

001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에코프랙션(Eco Fraction)은 단위 분수 조각
폐기물들을 재활용하며 분수의 원리를 학습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통해 알맞은 분수 조각을
모아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분수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데이터 애널리스트 Data Analyst

[초등] 분수, 규칙 찾기
[중등]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함수와 그래프
[고등] 수열, 수열의 극한

콘텐츠별 상세

002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데이터 애널리스트(Data Analyst)는 수열의
원리를 따라 패턴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데이터 분석가가 되어 보는 게임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학으로 분석해 9장의 카드에서 규칙이 있는
4장을 골라냅니다.

 콘텐츠 설명



인공 지능 매쓰봇 점프미로
Jump Puzzle Algorithm

[초등] 규칙 찾기,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내기
[중등] 좌표평면과 그래프
[고등] 경우의 수

콘텐츠별 상세

003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A.I. 매쓰봇(Math Bot)은 머신러닝 기술로
트레이닝한 인공지능 미로해결 게임입니다. 미로
속 최적의 탈출 경로를 찾아내고 직접 만든
미로를 공유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의 최적화 탐색 알고리즘과 컴퓨팅
사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좌회전금지미로No Left Turn Puzzle

[초등] 규칙 찾기,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내기
[중등] 좌표평면과 그래프
[고등] 경우의 수

콘텐츠별 상세

004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좌회전 금지미로는 직진과 우회전만을 활용하여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좌회전 금지미로는 미로 해결 알고리즘을 통해, 
체험자가 설계한 미로에서 가장 빠른 탈출 루트를
계산해냅니다. 좌회전 금지미로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공유하여 친구들과 즐기면서 최적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데카르트 댄스 Descartes Dance

[초등] 규칙 찾기, 규칙과 대응
[중등] 좌표평면과 그래프, 일차함수, 이차함수
[고등]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콘텐츠별 상세

005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데카르트 댄스(Descartes Dance)는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8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고
캐릭터의 춤으로 이를 나타낸 게임입니다. 
데카르트 댄스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 그래프를
찾아보면서 수학 교과서 속 함수의 그래프를 한
눈에 살피며 그래프의 특징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시계게임 Math Clock

[초등] 자연수, 분수와 소수, 수의 계산
[중등] 정수와 유리수, 제곱근과 실수
[고등] 지수와 로그, 수열

콘텐츠별 상세

005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시계 게임은 여러 가지 수식으로 표현한 숫자를
시계의 시를 나타내는 숫자 자리에 알맞게
채우는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수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곰셈구구 Multiplication Table

[초등] 곱셈, 약수와 배수
[중등] 소인수분해

콘텐츠별 상세

007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곱셈구구는 수의 연산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는
사칙 연산 중 하나 곱셈을 익힐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통해 선택한 단에 맞는
구구단 값을 가진 카드를 찾으며 구구단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스피닝 트라이앵글 Spinning Triangle

[초등] 입체도형, 평면도형
[중등]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
[고등] 원의 방정식, 이차곡선

콘텐츠별 상세

008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스피닝 트라이앵글(Spinning Triangle)은 여러
가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찾아보며
삼각형과 내심·외심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매쓰 MRI Math MRI

[초등] 원기둥, 원뿔, 구
[중등] 평면도형, 입체도형
[고등] 이차곡선

콘텐츠별 상세

009

콘텐츠 상세

 관련교과

매쓰 MRI(Math MRI)는 입체도형 단면 관찰
게임으로 우리 몸의 단면을 촬영하는 MRI처럼
입체도형을 알맞은 각도로 돌려가며 미션으로
제시된 단면을 만들면 문제를 클리어 하게
됩니다. 매쓰 MRI를 통해 입체 도형과 다양한
단면의 관계를 학습해볼까요?

 콘텐츠 설명

플레이화면안내 플레이화면예시



알지브릭스 Algebricks Original

[초등]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
[중등]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고등]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콘텐츠별 상세

010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알지브릭스(AlgeBricks)는 각 블록이 나타내는
길이와 넓이, 부피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립하여 방정식의 계산 과정과 인수분해
방법을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함수와 방정식의
개념을 퍼즐을 통해 익히며 대수와 기하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알지브릭스 Algebricks Basic

[초등] 자연수의 혼합계산
[중등] 소인수분해

콘텐츠별 상세

011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알지브릭스(AlgeBricks)는 두 수의 곱셈과
소인수분해를 기하로 학습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각 블록으로 큰 수의 곱셈과
소인수분해 계산 과정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명



육각 트랙 달리기 Binomial Expansion

[초등] 분수, 가능성
[중등] 경우의 수와 확률
[고등] 확률과 통계

콘텐츠별 상세

012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육각 트랙 달리기는 스테이지 별로 미션볼을
찾아 육각트랙을 달리며 이항분포의 원리와
확률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아쿠아 매쓰 Aqua Math

[초등] 자연수, 분수와 소수, 약수와 배수
[중등] 정수와 유리수, 유리수와 순환소수
[고등] 지수와 로그

콘텐츠별 상세

013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아쿠아 매쓰(Aqua Math)는 자연수 사이의
특정한 지점에 놓인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연스럽게 수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아벨로드벨 Abel Road Bell

[중등]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와 그래프
[고등]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함수, 이차곡선

콘텐츠별 상세

014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아벨로드벨(Abel Road Bell)은 블록을 이동해
미션으로 제시된 다항식의 인수 블록들을
만나게 하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카 레이싱 Car Racing

[초등] 그래프와 평균
[중등] 좌표평면과 그래프
[고등]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가지 적분법

콘텐츠별 상세

015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플레이화면안내

 관련교과

카 레이싱(Car Racing)은 주행 중 위치, 시간,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기사의 여행 Knight’s Tour

[초등] 분류하기, 가능성
[중등] 확률과 그 기본 성질
[고등] 경우의 수

콘텐츠별 상세

016

콘텐츠 상세

플레이화면예시

 관련교과

기사의 여행은 체스의 말＇기사(나이트)’가
움직이는 규칙에 따라 주어진 체스판의 모든
칸을 한 번씩 지나가는 게임입니다. 

 콘텐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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