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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소개  

◆ 팀 이름  

“ 그랑조 “ 

◆ 팀 구성 및 역할 

살  렘(20106007)  : 감상문 작성 및 프로세스 역할 

파이잘(20106008)  : 감상문 작성 및 타이머 역할 

파하드(20106009)  : 감상문 작성 및 프로세스 역할 

서한석(20083234)  : 보고서 작성 및 까메오 역할 

나연경(20103328)  : 동영상 편집 및 결승선 역할 

박주영(20103341)  : 동영상 편집 및 악마 역할 

박덕환(20103334)  : 동영상 촬영 및 총 책임자  

정다운(20103379)  : 보고서 작성 및 결승선 역할 

주형섭(20103384)  : 보고서 작성 및 프로세스 역할 



2. 프로젝트 소개 

◆ 프로젝트 주제  

“ Multi Level feedback queues ” 

 

 

◆ 주제 설명 

: 운영 체제의 CPU 스케줄링 기법의 하나로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과 유사하지 만, 준비 큐를 여러 단계로 배치하고  

각 단계의 제한 시간을 점차 늘려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새 프로세스가 큐잉 네트워크(한 개 이상의 대기 큐들이 서로 연결 

되는 큐에 들어올 때는 CPU 를 차지할 때까지 큐에서 FIFO 형태로 이동하고, 작업이 끝나 거나 입출력 이나 다른 사건 등으로 

인하여 CPU 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이 큐잉 네트워크를 떠나게 된다. 만일 프로세스가 CPU 를 자발적으로 양도하기 전에 

시간 할당량이 끝나면 그 프로세스는 다음 번 낮은 수준의 큐로 배치되고 첫 번째 큐가 비어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큐의 헤드에 

도달하면 다음 번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각 단계의 큐에서 제공하는 시간 할당 량을 다 쓰고도 계속 연산을 위해 CPU 를 더 써야 

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매번 다음 단계의 큐로 배치되고 마지막 단계의 큐에서는 프로세스가 완성될 때까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환된다. 

 

<Multi Level feedback queues를 표현한 그림> 



◆ 주제 표현방법 

사과를 들고 있는 인물들이 나온다.  

머리의 장식은 노란왕관 > 초록머리띠 > 휴지의 순서 대로 queue 의 계급을 나타낸다.  

사과의 개수는 일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타이머가 ‘뻥’ 하고 터지기(타임아웃) 전에 사과하나를 다 먹으면서 결승선에 도착하면 CPU 를 차지하는 것이다.  

만약 타임아웃 되기 전까지 사과를 다 못 먹으면 결승선에서 악마가 튀어 나와 머리장식을 빼앗고 계급을 강등시킨다.  

이것은 프로세스가 CPU 를 자발적으로 양도하기 전에 시간 할당량이 끝나면 그 프로세스는 낮은 수준의 큐로 배치되는 것을 표현 한 것이다.  

 

사과 : 처리해야 할 일의 개수 

타이머 폭발 : 타임아웃 

머리 장식 : queue 의 계급 

결승선 도착 :  job 완료 

 

 

> 

 <2012.05.20. 동영상 찍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만들고 귀여운 인증샷 



3. 중간 결과 시연 및 보고 

◆ 중간 결과 시연 

팀 소개 동영상은 2 명씩 짝을 이루어 컨셉을 잡고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 드라마 오프닝 스타일로 편집하였다.  

외국인 친구들과 짝을 이루는 과정에서 팀원들간의 팀워크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다.  

프로젝트 동영상은 Multi Level feedback queue 를 주제로 선정하고 각각의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손으로 만든 뒤 여러 번 나누어 촬영하여 

편집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 코멘트 

동작을 더 크게 하여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전달한다. 

타이머의 숫자처럼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자막의 힘을 빌린다. 

각각의 인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한다. 

 

◆ 진행과정요약 

2012.04.21 첫 만남, 별명 짓기, 조 이름 정하기, 소개 동영상 촬영 

2012.05.06 본 동영상 주제 선정, 콘티 제작, 시나리오 회의 

2012.05.20 시나리오 완성, 연출 및 기획, 준비물 제작, 본 동영상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