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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ock (생각하는 철학자) 

 

 

Lecture 5의 Deadlock의 의미를 잘 상징하는 생각하는 철학자 문제를 주제로 동

영상의 주제로 함 

Deadlock 

àcircular waiting for resources Deadlock implies starvation 

1. Mutual exclusion condition 

2. Hold and wait condition 

3. No preemption condition 

4. Circular wait condition 

Deadlock은 위의 4가지를 만족해야 일어난다. 그 뜻은 그 중 한가지 요소만 제거

해도 Deadlock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Deadlock의 상황을 가장 현실



감 있게 표현한 주제가 바로 생각하는 철학자 문제이다. 철학자들은 원탁에 빙둘

러 앉아있어 circular wait현상이 발생하며, 젓가락의 사용은 자원이 Non-

preemptable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젓가락의 사용은 Mutual exclusive하게 이루

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자원을 사용할 시 기다려야 하는 hold and wait 현상도 만

족하여 완벽한 Deadlock을 이루게된다 

 

생각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한 Solution – 웨이터 

à우리 조는 이번 생각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한 Solution을 젓가락 이라는 Non-

preemtable이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웨이터라는 일종의 스케쥴러를 통하여 해결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 하였다. 철학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무분별하

게 젓가락이라는 자원을 hold하여 circular wait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철학자들은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웨이터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작업을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웨이터는 전체적인 Process를 관리하며, 요청한 철학

자가 자원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필요한 자원을 다 얻고 진행 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일종의 lock과도 같다. 

 



Project 진행 경과  

 

1차 회의 때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 

 

1차 회의(2012/04/30) – 주제 선정 및 소개동영상 촬영 

 

à조원들에 대한 소개동영상을 촬영 했으며, 최종 편집도 완료하여 유투브에 업

로드를 완료하였다. 주제를 생각하는 철학자로 하기로 선정 



2차 회의 (2012/05/02) – 콘티/시나리오 초안 작성/ 개선점 논의 

 

à시나리오 제작 시작(시나리오 문서 뒤쪽 첨부) 웨이터를 2명으로 설정,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콘티제작 준비. 처음 계획은 웨이터가 2명 존재하여 웨이터1은 음

식을 분배하며, 웨이터2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즉 젓가락이라는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lock을 제공한다. 

 

3차 회의 (2012/05/08) – 콘티/시나리오 1차 수정안 작성/ 개선점 논의 

à콘티와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을 완료했으며(문서 뒤쪽 자료 첨부), 이에대한 개

선점이나 촬영방향, 세부내용등의 내용을 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웨

이터를 2명으로 설정하고 촬영하려 했으나, 토의 결과 웨이터는 한명으로도 충분

하다고 판단하여서, 웨이터2를 세부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맨으로 사용하고, 웨이

터는 한명으로 하기로 결정 

 



4차 회의(2012/05/15) – 동영상 촬영 세부 계획 및 시나리오 최종 검토 

 

à촬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잡고(5월 20일), 구체적인 촬영 상황에 대한 

토의와 음식종류를 결정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토의 

5월 20일 최종 동영상 촬영 (생각하는 철학자 문제) 

 



à원탁에는 6명의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둘러 앉아있고 좌측 위쪽에는 이들이 젓

가락이라는 Non-preemptable한 자원을 Deadlock을 피하며 사용하도록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웨이터가 위치한다. 

àHold and wait 

 

à6명의 철학자가 전부 배가 고파져서, 식사를 하기 위해 젓가락의 한쪽만을 

hold한 상태로 어는 누구도 식사를 할 수 없는 Deadlock(starvation) 현상이 발생

하게 된다. 

àSolution – 웨이터 

 



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이터가 철학자들의 젓가락 자원 사용을 관리한다. 배

가 고파진 철학자는 손을 들어 자원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웨이터는 철학자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승인을 하여 양쪽젓가락을 모두 얻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àDenial of Service 

 

à철학자가 젓가락의 사용을 요청 하더라도, 옆에 철학자가 이미 자원을 사용 중

이라서, 양쪽 젓가락을 모두 얻을 수 없을 때는, 웨이터가 제지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 한쪽만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hold and wait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으

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를 방지한다. 

 

5차 회의 (2012/05/20) – 최종동영상 편집 및 보고서 작성 내용 토의 

à최종동영상 편집에 대한 토의, 중간보고서 작성 내용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