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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그림 설명

1
 소개팅을 주선하고자 하는 두 명이 훈훈하고 멋

있는 남자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

2
 그 순간 그들 앞을 지나가는 멋진 남자가 동시에 

두 주선자의 눈에 들어옴

3

 두 주선자가 동시에 멋진 남자에게 소개팅에 나

가줄 것을 원하지만, 멋진 남자는 그들을 중재하

면서 한명씩 얘기해줄 것을 요구함

[Mutual exclusion을 나타냄]

4

 먼저 얘기할 것을 허락받은 주선자1이 5월 15일

에 소개팅에 나가줄 것을 요구함

이때, 주선자2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동일하다

는 사실에 놀람

 [Case1] 두 명의 주선자와 한명의 멋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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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선자1의 순서가 끝나고 주선자2가 5월 15일에 

소개팅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미 주선자1

과 약속한 멋진 남자는 요구를 승낙하지 않음

[Non-preemption을 나타냄]

6
주선자2는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5월 16일이라

도 소개팅에 나가달라고 부탁함

[Hold and Wait을 나타냄]

scene 그림 설명

1

 남자를 이미 섭외한 주선자1이 추가적으로 여자

를 섭외하고자 함

 그와 동시에 주선자2는 지나가는 예쁜 여자 섭

외에 성공함

2

 화면의 뒤쪽에서는 주선자2(여자섭외는 성공하

고 남자섭외는 실패한)가 남자에게 당일 약속에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반대로 주선자1(남자섭외는 

성공하고 여자섭외는 실패한)은 여자에게 당일 

약속에 나가달라고 부탁함

[Circular Wait을 나타냄]

[Case2]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한 명씩 데리고 나가야만 하는 주선자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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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그림 설명

1
 위에서 제시했던 Mutual Exclusion 상황을 다

시 보여줌

2

 주선자1과 주선자2가 한명의 멋진 남자로 다

투는 것이 아닌 각각 다른 남자를 찾아 소개팅

에 나가달라고 함

[Mutual exclusion해결]

3
 위에서 제시했던 Non-Preemption상황을 다시 

보여줌

4

 주선자1과 이미 약속을 한 멋진 남자가 주선

자2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선자2의 소개팅

에 나가줄 것을 약속해버림

[Non-Preemption 해결]

[Case3] Case1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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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그림 설명

1
 위에서 제시한 Hold and Wait 상황을 다시 

보여줌

2
 주선자2가 멋진 남자에게 계속 매달리지 않

고 그냥 다른 남자를 찾겠다고 말하고 떠남

[Hold and Wait 해결]

scene 그림 설명

1
 위에서 제시한 Circular Wait 상황을 다시 

보여줌

2

 주선자가 소개팅에 나갈 여자와 남자를 한

명씩 구할 때, 반드시 여자부터 구해야 한다

는 순서를 정한 것을 보여줌

[Circular Wait 해결]

[Case4] Case2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