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나리오

Intro

우선 테이블에 젓가락 5개와 자장면 5개가 놓여있다. 철학자 한명이 생각하고 있던 도중 배

가 고파서 자신의 오른쪽 젓가락을 집는다. 그러나 나머지 철학자들이 이미 젓가락을 하나

씩 집은 상태를 보여주면서 데드락 상황을 연출한다.

해결책

(1) Ignoring

해당 사항을 무시한다. 계속 되는 무시 후에 철학자들은 늙어가고 결국 굶어죽는다.

(2) Detect deadlock and fix

1) Shoot thread force it to give up resources

데드락 상태에서 웨이터가 등장하여 한 명의 철학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다. 죽으면서 식탁

에 젓가락을 떨어뜨리는데 옆에 있던 철학자가 그 젓가락을 집고 식사를 한다.

2) Roll back

데드락 상태에서 스케쥴러가 등장하여 시간을 되돌린다. 여기서 젓가락을 제대로 집에서 식

사하는 경우와 다시 데드락이 걸리는 상황을 연출한다.

(3) Preventing deadlock

1) Infinite resources

데드락 상태에서 웨이터가 박스를 들고 온다. 웨이터는 테이블에 젓가락을 마구 쏟는다. 철

학자들은 젓가락을 집고 식사를한다.

2) No sharing

다섯 개의 테이블에는 자장면 1개와 젓가락 2개가 준비되어있다. 철학자들은 빈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한다.

3) Spooling printer output

한 개의 테이블에 자장면 1개와 젓가락 2개가 준비되어있다.  철학자들은 웨이터의 지시에 

맞춰서 줄을 선 다음에 차례로 식사를 한다.

4) Don't allow waiting 

철학자 한명이 배고픔을 나타내는 포즈를 취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젓가락을 집는다. 하지

만 왼쪽의 철학자는 식사 중에 있으며 젓가락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 그 후 해당 철학자는 

집었던 젓가락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5) Preempt resources

철학자가 배가 고파서 오른쪽 젓가락을 짚는다. 왼쪽 철학자가 젓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식

사 중이다. 이 때 배가 고픈 철학자는 식사 중인 철학자의 젓가락을 뺏은 후 자신이 식사를

한다.

6) Make all threads request everything they'll need at beginning

배가 고픈 철학자가 먹는다고 소리를 친다. 그 후에 젓가락을 두 개 동시에 집는다. 다른 

철학자는 식사하는 철학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7) Make everyone use the same ordering in accessing resources.

마지막을 제외한 모든 철학자가 젓가락을 오른쪽부터 집고 왼쪽부터 집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신은 왼쪽부터 집고 오른쪽을 집는 모습을 보여준

다.

(4) Avoiding deadlock

Banker's algorithm

테이블에는 젓가락은 없고 자장면만 존재한다. 후에 웨이터가 등장해서 젓가락을 나눠드린

다고 외친다. 웨이터는 각 철학자에게 젓가락을 나눠주고 젓가락을 받지 못한 철학자에게 

자원이 없으니 나중에 준다고 얘기를 한다. 젓가락을 못받은 철학자는 아쉬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