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Dinning CS
등장인물 : 식사하는 철학자 (6명), 웨이터 (1명), 카메라 감독 (2명)

상황 : 식사하는 철학자는 원탁에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서 앉아 있으며 각자 앞에는 
접시가 놓여있다. 접시의 사이에는 단 1개의 젓가락이 놓여있고 철학자들은 그들이 배고파지
는 신호가 올　때까지 곰곰이 생각한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들어야하며 웨이터가 
이를 보고 허락을 해야 손을 든 철학자가 젓가락을 집을 수 있다. 주 카메라는 천장에 매달려 
있고 보조 카메라는 원탁의 주변을 맴돌며 촬영한다. 웨이터는 주 카메라의 시야 내에 있으며 
식사하는 철학자의 이벤트를 관리하며 결정적으로 OS의 역할을 한다.

장면 1.
# DeadLock (Circular Wait)
배우일동 : (모두 동시에 배를 움켜쥐며 음식을 먹겠다고 손을 든다.)
웨이터 : (모두 먹어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한다.)
배우일동 :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왼쪽 젓가락을 집는다.)

장면 2.
# Solution
  젓가락은 원탁위에 놓여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Mutual 
Exclusion) 배가 고파서 젓가락을 집을 때 오른쪽 젓가락의 사용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왼쪽 
젓가락을 집을 수 있다면 바로 집는다.(Hold and Wait) 어떤 사람이 식사중이라면 다른 누구
도 그 사람이 스스로 젓가락을 놓을 때까지 뺏을 수 없다.(No Preemption) 모든 철학자가 각
자 하나의 젓가락을 갖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이 놓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Circular Wait)
  위에 제시한 조건들 중 하나를 깨면 Deadlock을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임의의 철



학자가 배고픈 상태가 되면 웨이터는 그 철학자의 자리에 있는 두 젓가락이 사용가능 한 상태
인지 확인한다. 만약 두 젓가락이 온전히 놓여있다면 웨이터는 철학자에게 먹어도 좋다고 허
락을 한다. 허락을 받은 철학자는 두 젓가락을 들고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두 젓
가락 중 하나라도 사용할 수 없다면 웨이터는 그 철학자에게 젓가락을 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
는다.

(모든 배우는 음식 앞에서 머리를 움켜쥐며 사색을 한다. 턱을 괴거나 한쪽 손에 머리를 기대
거나 다양한 자세로 고민을 한다.)
배우 1 :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배를 움켜쥐며 웨이터에게 배고픔을 호소하기 위해 손을 든
다.)
웨이터 : (배우 1에게 다가가서 상태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젓가락을 집어도 좋다고 허락한다.)
배우 1 :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다.)

(배우 1이 접시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었다.)
배우 1 :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다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한다.)
배우 3 : (생각하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든다.)
웨이터 :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며 배우 3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묻는다.)
배우 3 : (배를 움켜쥐며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웨이터 : (웃으며 고개를 끄떡이며 먹어도 좋다고 손으로 젓가락을 가리킨다.)
배우 3 : (음식을 보며 기뻐하며 먹기 시작한다.)

(배우 3이 음식을 모두 끝마치기 전에 배우 4가 손을 든다.)
배우 4 : (손을 번쩍 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쥔다.)
웨이터 :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옆에서 식사중인 배우 3을 가리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안
정시킨다.)
배우 4 :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배우 5가 손을 흔들며 웨이터를 부르고 웨이터는 그에게 걸어간다.)
배우 5 : (먹는 시늉을 하며 그래도 되는지 물어본다.)
웨이터 : (배우 5의 양 옆을 확인하고 배우 5에게 손으로 ok사인을 보낸다.)
배우 5 : (목에 냅킨을 두르고 식사를 시작한다.)
(현재 배우 3과 배우 5가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배우 5가 식사를 빨리 마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배우 5 : (냅킨으로 입을 닦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잠시 후 배우 3도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배우 3 : (배를 두드리며 한 숨을 내쉰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빠진다.)

(5초가 경과하자 배우 2와 배우 4가 동시에 손을 든다. 웨이터는 두 배우의 젓가락 상태를 확
인하고 두 배우를 번갈아 보면서 먹어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배우 2와 배우 4는 쏜살같



이 두 젓가락을 집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배우 2 :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다 먹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손을 휘저으며 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사색하기 시작한다.)
배우 4 : (음식을 다 먹고 한 숨을 쉬며 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두 눈을 감은 채 한
쪽 손에 턱을 괴며 생각에 빠진다.)

  이로서 모든 배우가 각각 하나의 일만 주어졌을 때 모두 식사를 마치는 상황을 마치게 되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