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운영체제 팀 프로젝트 

 

팀 미팅 회 의 록 
 

팀명 Oh, yes 차수 1 

일 시 2012년 4월 12일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팀프로젝트실 

참석자 노승민, 박종미, 박혜진, 배소연, 이성원, 최문규, 하태용, 홍완기, 유인재 

작성자 이성원 

회의내용 

 

처음으로 팀프로젝트실에 모여 조원들 다같이 회의를 하였다. 

오늘 회의내용은 소개동영상에 관한 부분이었다. 

소개동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찍을지에 대해 상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였지만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영상처럼 

찍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조원들의 개인 사진들을 다양한 포즈로 10장 씩 찍은 후에 

잘나온 사진을 뽑아내어 소개동영상을 편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팀명에 대해서도 과목이 os 인만큼 관련된걸 짓고 싶어서 

오예스란 팀명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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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미팅  회 의 록 
 

팀 명 오예스 차수 2 

일 시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팀프로젝트실 

참석자 노승민, 박종미, 박혜진, 배소연, 이성원, 최문규, 하태용, 홍완기, 유인재 

작성자 이성원 

회의내용 

앞의 소개동영상 촬영에 대해 편집을 한 후 결과물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정말 드라마의 소개동영상 같이 배경음악이며 편집한 결과가 

너무 훌륭하였다.  

조원들이 소개가 impact 있게 소개된 것 같아 조원들 모두 뿌듯하였다.  

더 나아가 최종 동영상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음. 

앞으로의 콘티와 시나리오 제작 일정을 토의하고 조원간에 시간을 조율하여 

1차 보고서를 작성함. 

언제쯤 최종동영상을 촬영할지에 대해 정해졌으며,  

5월 17일에 동영상 촬영이 있을 예정 이고 이에 따라 조원들 간에 준비 사항 준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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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미 팅  회 의 록 
 

팀 명 오예스 차수 3 

일 시 2012년 4월 30일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팀프로젝트실 

참석자 노승민, 박종미, 박혜진, 배소연, 이성원, 최문규, 하태용, 홍완기, 유인재 

작성자 유인재 

회의내용 

시나리오를 정한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 시나리오들을 설명하고 한가지를 선택한다. 

시나리오 1. 

CPU 스케줄링 타임 슬라이스 

CPU 구역이 있고, Disc 구역이 있고,구역이 있다. 

그 구역에 사람이 가면 일을 시작한다. Long Job, Short Job을 표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들고 있도록 한다. 1초나 3초에 한번씩 cpu한테 주는 것이다. 

후에 time out이 일어나면 개수를 비교해서 차례를 정하고 cpu에게 간다.. 

C가 디스크에 다녀오는 동안 A와 B가 일을 하고 줄서는 레디큐 공간이 필요하고, 촬영

이 어려우니 4분면으로 나눠서 맞추도록 한다. 

초 단위로 계산해서 잘 이동해서 잘 움직여야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인원은 Long Job 2명 Short Job 1명이 된다.  

시나리오 2. 

Milk Problem 

우유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7호관을 집으로 하고 예대 매점에 다녀오며 우유를 사온다. 

냉장고는 박스로 한다. 

박스 열어보고 우유 없으면 사러간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시나리오 3. 

Dead Lock 

Dead Lock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강의실 문을 Dead Lock 구간으로 두고 4명의 사람이 그 곳에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같이 들어가면 안되고 한번 들어간 사람은 뒤로 돌아 나올 수 없다. 

반드시 뒷문으로 나와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나리오1, 시나리오3을 두고 최종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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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미 팅  회 의 록 
 

팀 명 오예스 차수 4 

일 시 2012년 5월 3일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팀프로젝트실 

참석자 노승민, 박종미, 박혜진, 배소연, 이성원, 최문규, 하태용, 홍완기, 유인재 

작성자 유인재 

회의내용 

앞의 회의 내용 후에 시나리오는 2가지로 정리되었다. 

시나리오는 데드락과 스케줄링 중 결정하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드락쪽으로 몰릴 것 같아서, 스케줄링으로 선택하도록 한

다 FIFO, Round Robin, SRTCF 그리고 이제 콘티 내용을 정한다. 

콘티의 형식이란 만화 콘티 보다는 주제에 맞게 영화 콘티처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역할 분담하여 FIFO, Round Robin, SRTCF 의 내용을 동영상을 찍기전에 시나

리오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티를 그리도록 한다. 

회의동안 시나리오는 완성되었고 A, B, C, DISK, CPU, TIMER의 배우를 정한다. 

A:? B:? C:이성원 CPU:박종미 DISK:유인재 TIMER:하태용 이렇게 배우를 선정하였다. 

( A와 B는 롱잡이고 C는 숏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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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미 팅  회 의 록 
 

팀 명 오예스 차수 5 

일 시 2012년 5월 17일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팀프로젝트실 

참석자 노승민, 박종미, 박혜진, 배소연, 이성원, 최문규, 하태용, 홍완기, 유인재 

작성자 유인재 

회의내용 

콘티 하나 첨부하고 

강의실의 부재..팀원간의 시간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3시에 만나

서 끝내도록 한다. 

시나리오상 전공 책 25권정도 필요하다. 촬영에 필요한 소품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

린다. 그렇지만 촬영 전에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었다. 

앞 회의 때 A, B, C 및 CPU, DISK, TIMER 마다 각각의 배우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배우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진행한다. 카메라 비추면 CPU가 읽고 있는 동안

에 책을 가져와서 디스크에 갖다준다.. 그러다가 만약에 시간이 다되면 TIMER에 의해 

TIME OUT이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FIFO, Round Robin, SRTCF순으로 찍도록 한다. 

운 좋게 빈 강의실을 찾아 촬영을 시작하였다. 시나리오와 콘티의 내용을 바탕으로 찍

었다. DISK와 CPU 및 TIMER를 위한 상 2개와 의자 3개가 필요, 다른 소품들 또한 준

비가 완료되었고, 팀원들의 수고끝에 촬영이 완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