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줌

A는 책상위에 10권의 책을 올려 

놓고, CPU는 책을 한권 한권 읽는 

시늉을 하며 처리함. (처리 후에는 

뒤편에 던져놓음)

B는 무거워 힘들다는 표정.

C는 자기 책이 얼마 없다며 CPU

에게 어필해 보지만 거부당함

CPU, DISK, Thread A,B,C (각

각 10권,10권,2권의 책을 들

고) 는 각자 자리로 이동

이동 후 카메라는 점선의 부

분으로 점차 Zoom-in함

앞 scene에 오버랩



A는 CPU가 10권의 책을 모두 읽으

면 사라진다.

B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 책상에 책

을 올려놓음.

C는 계속 기다리다가 좌절하며 주

저앉음



앞 scene에 오버랩

CPU, DISK, 경비, Thread A,B,C (책을든채

로) 각자 자리로 이동

(이때 C가 재빨리 달려가 맨 앞에 선다)

이동 후 카메라는 점선 부분으로 점차 

Zoom-in

C는 책을 한 권씩 CPU에게 건내 주고

CPU는 책을 한권 한권 읽는 시늉을 함

이때 경비는 CPU가 책 한권을 집어 

들 때마다 스케치북을 한 장 넘김

C는 Time Out 되기 전에 자기의 일을 

모두 끝내고 DISK에게로 가서 다시 책을 

받음.

뒤에 줄을 서 있던 A가 책을 책상위에 

올려 놓고 CPU는 책을 읽으며 처리하기 

시작. (이때 DISK는 책을 한권씩 읽은 뒤

에 C에게 건내줌)



C는 DISK에게서 책을 받은 뒤 줄의 맨 

뒤에 선다.

A가 3권째의 책을 CPU에게 건내 주면 

경비가 호루라기를 불어 Time Out이 되

었음을 알리며 A를 강제로 끌어냄.

B의 차례가 되고 A는 남은 책을 가지고 

줄의 맨 뒤에 선다.

B가 3권째의 책을 CPU에게 건내주면 경

비는 호루라기를 불며 Time Out임을 알

리고 B를 강제로 끌어냄

C의 차례가 되고 B는 남은 책을 가지고 

줄의 맨 뒤에 선다.

( 03-07 의 상황을 한번 더 반복 )



앞의 Scene에 오버랩

CPU, DISK, Thread A, B, C (책을든채로)

자리로 이동. 점선 부분으로 점점 

Zoom-in됨

Thread A, B, C는 서로 가진 책의 양을 

비교한 뒤 가장 적은 C가 줄의 제일 앞

에 선다.

C는 CPU가 자신의 책을 모두 읽어 처리

하면 DISK로 가서 책을 받는다.



A의 세권째 책을 CPU에게 건내줌과 동

시에 C가 돌아와 가로막으며 CPU를 멈

추게함

Thread A, B, C는 자신의 책의 수를 서로 

비교함

CPU를 사용하고 있던 A는 책의 수가 더 

적은 C에게 밀려나 남은 책을 가지고 줄

에서 대기 (B와 비교하면 더 적으므로 B

의 앞에 선다)

CPU는 C의 책을 처리함

(03-06의 상황이 한 번 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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