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제 선정 

1.1 주제 

CPU 스케쥴링 

1.2 선정 배경 

운영체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은 동기화, 데드락 해결, 

스케쥴링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은 여러 팀이 있고, 주제는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선택해도 다른 팀과 분명히 주제가 중복될 것이다. 그래서 주제의 중복은 

신경 쓰지 않고 주제를 정하기로 했다.  

먼저 위의 큰 주제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우리 조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조원들과 함께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 중 적절하다

고 생각된 것으로 결정하였다. 

1) 표현하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객체가 있는지 

ex) 스케쥴링 시 : cpu, 프로세스, I/O request, context switching, short job, long job, 

waiting queue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 프로젝트 주제와 아이디어가 유사한 점이 있는지 

3) 현실적으로 소품 준비가 가능한지 

4) 아이디어를 편집할 때, 편집할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지 

1.3 주제 세부 내용 

FIFO 

Round Robin : time slice 100s, 1s, 같은 처리시간을 갖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1s 

SRTCF : basic, CPU 사용율이 100%가 아닌 경우 

Multilevel Feedback 

Lottery Scheduling 

1.4 주제 표현 방법 

CPU : ATM기기에 매칭 



프로세스 : ATM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람 

waiting queue :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세움 

I/O request :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Context switching : 다음 사람이 ATM 앞에 설 때 까지의 기간 

short job, long job : 사람 옆에 총 task 의 크기를 편집해서 표시  

2. 제작 일정 정리 

2.1 회의 일정 

4월 18일(목) : 1차 회의, 소개 영상 제작 방법 결정, 주제 선정 

5월 3일(금) : 2차 회의, 콘티 작성, 시나리오 결정 

5월 6일(월) : 3차 회의, 소품 준비 

5월 10일(금) : 4차 회의, 대본 작성 및 촬영 준비 

5월 13일(월) : 5차 회의, 편집 방법, 중간 보고서 작성 

2.2 촬영 일정 

4월 19일(금) : 소개 영상 1차 촬영(실내 촬영) 

4월 22일(월) : 소개 영상 2차 촬영(실외 촬영) 

5월 10일(금) : 프로젝트 주제 촬영 

2.3 편집 일정 

4월 26일(금) ~ 4월 29일(월) : 소개 영상 편집 

5월 13일(월) ~ 5월 20일(월) : 프로젝트 주제 중간 시연 준비 

5월 20일(월) ~ 6월 3일(월) : 프로젝트 주제 발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