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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

1반 : 김대겸, 서경원

2반 : 김문기, 강인구, 김선용, 이창희, 정균호, 허효정, 강나윤, 김은영, 박지애

총 11명

2. 프로젝트 진행 내용

2.1. 프로젝트 주제

 프로젝트 주제는 CPU schduling 이다. 회의를 통해 주제 표현 방법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는 꿀벌, 꽃과 꿀 등을 통하여 주제를 표현하려 하였으나 소품 준비와 분장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변경된 표현 방법으로 ‘ATM 기기’ 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ATM 기기는 CPU, ATM

을 이용하는 사람은 프로세스 등으로 매치된다.

2.2. 촬영 준비

 회의를 통해 CPU scheduling 중 8가지를 표현하기로 결정 하였다.

FIFO, Round Robin 3가지(각각 time slice 100s, 1s, 1s), SRTCF 2가지,

Multilevel Feedback, Lottary 스케쥴링 등

1) 8가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콘티를 작성하였다.

2) 주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였다.

색도화지, 가위, 집게, 카메라, 삼각대 등

3) 촬영 장소를 결정하였다.

국민대학교 과학관 2층 홀 : 유동인구가 적고 넓고 개방된 공간, 고장난 ATM기기

가 있는 고마운 장소다.



4) 배역을 정하였다. 

배우 : 정균호, 김대겸, 이창희, 강나윤, 박지애, 허효정

I/O : 정균호 NIC : 김대겸 Short job : 강나윤, 박지애, 김대겸

Long job : 이창희, 허효정(Round Robin 에서는 배우 전원) 

2.3. 예상되는 위험 요소

5월 10일(금) : 17시 ~ 21시 촬영

편집에 필요한 영상과 소스를 확보하였다.

1) 영상의 빠른 재생 

촬영 시, 표현의 정확성과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현실시간 5초를 영상에서의 1초로 

가정하였다. 편집과정에서 5초를 1초로 생각하면 되고, 영상은 5배속으로 재생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영상을 5배속으로 재생할 때, 사람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정신이 없을 

점이 우려된다. 다행히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났기에 5배속 재생을 해도 영상이 끊기지 않았

고, 큰 움직임이 없는 영상이었기에 그렇게 정신없지도 않았다.

2) 편집

주제의 표현의 비중을 나누었을 때, 소품이나 촬영을 통한 표현이 30% 라면, 편집을 통한 

표현이 70%이다. 재생되는 화면의 상하 프레임을 7:3 정도로 나누어 위쪽에는 영상이 재생

되고 아래쪽에는 영상의 이해를 돕는 사진, 자막,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팀원 중 동영상 편집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며 편집을 해야 한

다. 다행히 구상했던 특수 효과나 자막 등을 다루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에 편집 시간이 

꽤 걸리는 점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