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rating System – Team Project> 

 

 

 

 

 

 

 

 

 

 

 

08 박종미  07 홍완기 

07 최문규  07 하태용 

07 서호식  08 배소연 

08 이성원  09 유인재 

10 노승민  10 박혜진 

 
 



 

 예상 필요인원 최소 5명 (thread a b c 총 3명, CPU 역할 1명, 경비역할 (타임아

웃 표현) 1명, DISK역할 1명, 두께가 비슷한 책 여러 권, DISK와 CPU의 역할을 할 

책상2개 

 Short job은 책을 3권으로 표현 long job은 10권으로 표현 

 CPU는 한번에 한 명 (한 thread)만 검사해줄 수 있다. 

(책을 주면 하나 주고 옆에다 놓고 가지고 있는 책이 모두 끝났으면 돌아 가도록 

하고 일한 책은 밑으로 내려놓는다.) 

 경비역할 인 배우는 옆에 서서 시간을 재고 있는다. 책은 3권까지 검사를 맡을 

수 있다. (timeout 시간을 책 3권으로 정함) 시간이 되면 검사를 맡고 있었던 

thread은 경비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게 되어 검사를 맡지 못한 책들을 들고 다

시 줄을 서기 위해 돌아간다. 

 

 

 

 

위와 같은 규칙으로 총 3가지의 상황을 연기하여 표현 

 

 

 

1. FIFO : 순서대로 큐에 가서 책을 할당 받은 후, CPU 책상에 가서 줄을 선다.  

A가 10권 B가 10권을 들고 줄을 서있다. A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C가 2권을 갖고 들어와서 줄을 선다. C가 A와 B가 책을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보

고 CPU에게 어필해 보지만 거부 당한다. C는 책이 2권이어서 금방 끝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CPU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함을 알고 좌

절하여 주저 앉는다.  

들어오는 장면, 좌절하는 장면(약 10초로 표현) 

 

 

2. Round Robin : A는 10권, B도 10권(A,B는 CPU bound) C는 2권(I/O bound)

로 표현 

① C, A, B의 순서로 줄을 서있다고 가정한다. 

② C가 줄을 먼저 서서 두 권을 끝낸다.  

-경비가 막기 전에(timeout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일이 다 끝난 것을 표현한다. 

③  C는 디스크로 가서 2권을 다시 가져와서 줄을 선다.  



(디스크 역할인 사람이 여러 권의 책 중 한 권 씩 총 2권을 C에게 준다.)   

④ A가 일을 하다가 3째의 책을 CPU에게 건내 주었을 때, 책상 옆에 서있던 경

비역할의 사람이 호루라기 불어 멈춘다. (timeout이 일어난 상황) A는 어쩔 수 

없이 남은 7권을 가지고 돌아간다. B도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⑤ 이런 상태로 2바퀴를 돈다. (1바퀴가 주기가 된다) 

 

 

3. SRTCF : Round Robin 과 같은 조건 

 C가 먼저 2권의 책을 들고 CPU에게 책을 건내 주며 일을 하고 모두 처리하면 

DISK에게 가서 책을 다시 받아온다. 

① 그 사이 A가 CPU를 사용하며 일을 한다. A가 2권정도 책을 검사 맡을 때쯤 

C가 2권의 책을 가지고 돌아온다.  

② C는 아까와는 다르게 돌아왔을 그 순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의 수

를 비교를 한다. C는 B보다 더 책이 없고 8권이 남아 있는 A보다 책이 없기 

때문에 C가 먼저 CPU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8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A는 

B와 서로 자신이 가진 책의 수를 비교한 뒤 B보다 적은 A가 더 앞에 선다.  

이런 방식으로 총 2바퀴 정도 도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