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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운영체제 수업시간에 배운 많은 이론 중 Lottery Scheduling이론을 보다 이해하기 쉽

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중간에 작성된 중간보고서이다.

2. Lottery Scheduling이란?

Scheduling이란 우선순위 큐에서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스케줄러에 의해서 할

당작업이 처리되어 CPU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Scheduling을 하는 여러 정책 중에

서 Multilevel Feedback 이론에서의 단점으로 Long Job이 영원히 처리되지 않는 

Starvation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Lottery 

Scheduling이다. 이것은 각 Job들이 복권을 가지고 있고, Scheduling의 추첨에 따라 

당첨된 번호를 가진 Job이 실행된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 Short Job이고 어떤 것이 

Long Job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복권을 준다. 하지만 Short Job의 실

행빈도가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Job이 Time-out 전에 스스로 정지한다면 Short 

Job으로 간주, 복권을 더 준다. 이로써 Short Job이 Long Job보다 빈번히 실행되며, 

Long Job의 Starvation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3. 조원 개별 역할

 1) 촬영감독

   - 이준택

 2) 촬영 및 동영상 편집

   - 차현준

 3) 소품 준비

   - 진수용, 황형재, 왕효함

 4) 배우

   - 김승태, 이창호, 이현영, 조문희, 왕신명

4. 지난 일정   

 1) 2012년 4월 26일 (소개 동영상 제작 및 역할 분담)

   - 모든 조원이 처음으로 만나 팀 소개 동영상 제작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임무 분담을 결정 한 후 Oh~yeS(4조)의 소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각자 OS의 동영상 주제에 대한 생각을 다음 회의 때까지 생각해오기로

     하였다.

 2) 2012년 5월 3일 (OS동영상 주제 선정 및 시나리오 계획 수립)

   - CPU Scheduling 방법 중 하나인 lottery Scheduling을 동영상 주제로 선정하여

      lottery Scheduling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위한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 하였다.

      ※ long job 과 short job을 구분하는 방법 및 확률을 표현하기

         - long job 과 short job을 구분은 하는 방법은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문제 푸는 시간으로 구분

           - 확률을 상자 안에서 공을 뽑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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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 5월 7일(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콘티 작업)

   - 시나리오 팀의 시나리오 설명을 토대 콘디 작업에 작성 개요를 설정 하였다. 그리고

     나서 콘티 그림을 그리는 방법(컴퓨터 이용, 손그림)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 

     한 후 실질적으로 콘티를 그리기 시작 하였다.

 4) 2012년 5월 17일(구체적인 촬영계획 수립 및  소품 제작)

   - 팀원들을 촬영한 배우와 소품 제작을 위한 팀으로 구분을 하여 배우 팀과 소품 팀 각자

      팀들이 서로 나뉘어서 회의를 진행 하였다. 배우 팀, 즉 촬영 팀은 각자 배역 및 카메라 

      감독 등의 역할을 나누고 촬영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소품 팀은 촬영 시 필요한 소품

      을 만들고 준비 한 후 모든 팀원이 모여 최종 회의 후 중간 시연을 위한 촬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5) 2012년 5월 18일(중간 시연 위한 동영상 촬영 리허설 및 동영상 촬영)

   - 전 체 Scene을 13Scene으로 구분하여 리허설 후 중간 시연을 위한 촬영을 하였다.

5. 현재 진행 상황

 1)  소품 준비 단계 

소품 제작 하는 모습

    - 시나리오 및 콘티의 특성 상 많은 양의 소품이 필요하다. 특히 몇 가지 소품은 직접  

      제작해야하므로 아직 티켓, Short Job과 Long Job이 하는 일이 제작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품을 사는 것이 아닌 제작이 필요하므로 5월 24일까지 준비 완료할 예정  

      이다. 테이블, 의자와 같이 부피가 크고 금전적이 제약이 많은 물품은 촬영 시 빌려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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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영상 촬영 단계 

소품 제작 하는 모습

    - 아직 본격적인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 소품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테이블과 의  

      자와 같은 소품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 개인적인 연습   

      과, 사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있다. 중간 제출용으로 촬영된 동영상은  

      현재 보유하거나 구할 수 있는 소품으로 제작된 일종의 리허설이다. 향후 배우들의   

      의상, 소품, 소품들의 배치 등이 완벽히 정해진 뒤 본 촬영 및 편집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6. 향후 일정 

 1)  2012년 5월 25일(동영상을 촬영을 위한 계획 재확인 및 수립)

    - 중간 시연을 위한 촬영을 하면 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토의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고 촬영 시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회의한다.

 2) 2012년 5월 27일 ~ 28일(동영상 촬영)

    - 동영상 촬영을 위한 장소 결정 및 필요 물품을 세팅을 한 후 lottery Scheduling에

       대한 제작한 시나리오 및 위의 수정된 계획을 토대로 리허설을 후 촬영 

 3) 2012년 5월 30 ~ 6월 3일(동영상 편집)

    - 최종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편집 및 특수효과 등 동영상 최종본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