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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수분해

그림으로 보는 수학  개념

소인수분해는 합성수를 소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합성수는 

자연수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소수를 제외한 수예요. 따라서 모든 

합성수는 소수의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수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인수분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글 최영준 기자(jxabbey@donga.com) 디자인 최은경  일러스트 오킹

60을 소인수분해해라! 

8633을 

소인수분해해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배수판정법으로 간단히!

소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통 2와 

3처럼 작은 소수부터 나눠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어떤 수의 배수인지 

따져보는 배수판정법을 이용하지요. 

끝자리가 짝수인 수는 2의 배수이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으로 

나눠떨어집니다.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또는 5죠.

큰 수의 소인수분해는 어렵다!
작은 소수부터 시작해 8633을 나눠보면 
빨리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8633은         
두 자리 소수의 곱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수판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계산해 보면 100보다 
작은 소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인 
89까지 계산을 거듭해야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큰 합성수를 소인수분해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소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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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수분해 덕분에 안전한 우리의 일상 
큰 수의 소인수분해는 사실 컴퓨터를 써도 빠르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백 자리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려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만 년을 계산해야 할 정도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지만 덕분에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암호 기술에 쓰이고 있습니다. 

2030년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축제를 통해 소인수분해를 

활용한 암호 기술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알아보세요.

스마트 결제 시스템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지금도 

많이 쓰지만 미래에는 스마트폰 결제 

같은 간편한 결제 방식이 더 활발하게 

쓰일 거예요.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보호하는 

암호 기술에도 소인수분해의 복잡성이 

활용됩니다.

스마트 게임과 사물인터넷(IoT)
몸에 부착하는 센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생이 홀로그램 댄스 게임을 하고 있군요. 

모든 기기들이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보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인수분해의 복잡성을 

비롯해 다양한 원리를 적용한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드론 3대가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매달고 공중에 떠 있네요. 드론의 원격 

제어 신호 역시 보안이 중요합니다. 

해킹당하면 테러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암호 

기술도 현재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 시스템
중요한 건물의 출입 통제에는 

홍채나 지문, 정맥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생체 인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도 암호 기술이 

쓰입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교내를 돌아다니고 

있군요. 와이파이(wifi)로 연결한 차량이 

해킹된 적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의 

보안은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 

소인수분해의 복잡성을 비롯해 

다양한 원리를 적용한 자율주행차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