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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Dead Rock

팀 원 : 20073223 이광헌
20073230 이성제
20073234 이용준
20083132 이재혁
20093335 임재윤
20103391 최준환
20113317 임수경
20113326 정은혜
20113331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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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UCC제작 중간 보고서-Dead Rock

1.Dead Rock 소개

팀 장 : 이광헌

팀 원 : 이성제, 최준환, 이재혁, 임재윤, 이용준, 이수경, 조민정, 정은혜

2.프로젝트 일정

팀 이름 및 팀 조직표 제출 - 4월 16일

  - 팀명 Dead Rock 

팀 소개 동영상 제작 - 4월 26일 

  - 팀원을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주제 선정 및 제작 계획 수립 - 4월 29일

  - Dead Lock을 주제로 선정함.

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 - 5월 6일

  - Dead Lock을 일상생활 내의 상황으로 표현함.

    Dead Lock 상황 : 주선자가 미팅 계획을 잡음.

중간 결과 시연 및 보고 - 5월 20일

  - 최종 시연 동영상의 스토리를 촬영함.

     세부 편집은 하지 않음.

3.프로젝트 소개

운영체제의 Dead Lock상태와 해결방법을 UCC로 제작.

Dead Lock이 발생하는 상황을 소개팅 주선상황으로 설명한다.

- Dead Lock 상황 : 주선자가 미팅 계획을 잡음.

- 프로세스 : 주선자.

- 공유자원 : 미팅 남과여.

구성

-Dead Lock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

: Mutual exclusion, hold & wait, Non-preemption, Circular wait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줌.

-Dead Lock을 해결방법 제시

: Mutual exclusion, hold & wait, Non-preemption, Circular wait의 상황에서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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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간 결과 시연 및 보고

- 제작한 시나리오를 보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작과정 중 콘티 세부내용의 

  수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 Dead Lock의 상황을 보다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를 작성함

- 촬영 본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하고 중간 동영상을 만들었다.

        -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자막 삽입과 편집을 할 예정이다.

5.코멘트

Dead Lock을 일상생활로 표현함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 결과물에서 시나리오와 콘티를 더욱 보완하여 UCC로서의 완성도와 운영체제의 Dead Lock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