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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운영체제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한 내용들을 UCC(User Created Contents)와 같은 영

화를 제작하면서 운영 체제의 작동 원리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UCC는 

3~4분 분량으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 받고 문제점 및 피드백을 받는다. 

운영체제의 작동 원리를 상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나 

제작간의 어려움은 팀 프로젝트인 만큼 한 명 한 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서로 도와주면

서 극복해나간다. 이 때 상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팀원이 위에서 보듯이 8명이나 되는 만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역할분배를 통해 프

로젝트를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며 팀장은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도

록 다독여야 한다. 팀원들은 팀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 및 프로젝

트 수행을 적극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조인 만큼 군대와 같은 문화는 지양하되 최대한 창의적이며 프로젝

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해야 하며 Youtube에 업로드 하는 등 ‘국민대학교 컴

퓨터공학부’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UCC를 제작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단결을 통해 최고품질의 UCC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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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컴퓨터공학부에서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UCC를 보고 더욱 쉽게 운영체제 개념

들을 익힐 수 있고 나아가 UCC를 같이 촬영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공동 목표라는 구체적

인 사항들에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운영체제의 주요 개념인 Lock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Deadlock의 문제점과 해결

책을 제시한다. 

 

2.2 수행내용 

프로젝트는 다음 일정과 같이 진행한다. 사전에 시나리오 및 콘티를 작성하고 배우들 역

할 분담을 통해 연기, 촬영을 수행한다. 이를 UCC로 제작하여 학생들(시청자)에게 보여준

다. 이를 위해 Youtube를 활용한다. 

2차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다. 

▪ 주제 : Synchronization 

▪ 역할 분담 

- 감독 : 이재연 

- Thread  A : 이승준 

- Thread  B : 김종윤 

- 작가 : 전병헌, 이종환 

- 촬영 : 박민근 

- 편집 : 송종헌 

- 소품 : 정이남 

회의 내용 : Synchronization를 화장실로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전체 흐름 :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두 명이 볼일을 보려고 한다. 이를 Too Much Milk 

Solution의 1~3단계의 실행과정의 단점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구   분 

기 존 일 정 

주요 산출물 수 행 일 정 

4/16 29 5/6 20 27 6/3 7 

팀 이름 및 팀 조직표 

제출 

       
팀 조직표 

       

팀 소개 동영상 제작 

       

팀 소개 동영상 
       

주제 선정 및 제작 계획 

수립 

       

제작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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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 

       
시나리오 및 

콘티        

 주제 및 시나리오 수정 

       

수정된 시나리오 
       

중간 결과 시연 및 보고 

       

중간보고서 
       

동영상 발표 

       

최종 동영상 
       

평가 / 개인 평가지 작성, 

팀의 의견 작성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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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기존 제안서에 나왔던 Deadlock의 Concept대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즉, 2차 회의 때 

Synchronization에 대해서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3차 회의 때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기존 

Synchronization을 배우들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재미요소가 많이 떨

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2차 회의 때 나온 아이디어와 Concept를 바꾸게 되었다. 

 3차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편집 : 송종헌 

- 배우(Thread A, B) : 김종윤, 이승준 

- 촬영 : 박민근 

- 감독 : 이재연 

- 작가 : 이종환, 전병헌 

- 소품 : 정이남 

 

 기존 Synchronization은 화장실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장소문제와 

다수의 팀들이 이 개념을 활용한 UCC를 등록함으로써 차별성이 떨어졌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차 회의 때 아이디어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고 4차 회의 

때 최종적으로 콘티를 재작성하였다. 

 다음과 같이 4차 회의를 통해 합치된 시나리오와 제작한 콘티는 다음과 같다. 

  

 회의록 작성 – 정이남 

 보고서 작성 – 전원 

 

 감독 – 박민근 

 부감독 – 이종환 

 촬영 – 이재연 

 편집 – 송종헌 

 배우 – 김종윤, 이승준, 전병헌, 정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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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01. 

[Deadlock 상황] 

 
 테이블에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2개, 마우스 2개를 준비한다. 이를 각자 하나씩 집는

다. 현재 상태를 Deadlock 상태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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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NFINITE Resource] 

 
#1상황에서 1명이 무한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져온다. 

다른 한명이 와서 4명의 가운데에 쏟아낸다. 

4명이 좋아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져간다. 

즐겁게 게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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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ake all threads request everything they'll need at beginning] 

 
필요한 자원을 한번에 잡는다. 

한 명이 필요한 자원을 배정받는다. 즉, 두 명은 게임을 할 수 있고 

두 명은 멍 때리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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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reempt Resource] 

 
누가 먼저 선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뺐을 수 있다. 

영상에 나이( ex) Lv. 26, 25...)를 띄운다. 

4명이 있고 자원을 반할당만 했는데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다른 사

람으로부터 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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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eadlock의 해결방법: Reboot] 

• reset_1 

 
 

• reset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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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ock의 가장 좋은 방법: 껐다 켜기. 

프로세스(배우들)들을 감독이 때려서 재웠다가 깨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운영체제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운영체제 작동 원리 관련 영화찍기 

팀 명 lock of legend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3-MAY-20 

 

운영체제 Page 15 of 16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앞으로의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까지 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을 완성하고 6

월 3일 최종 보고까지 주제 및 시나리오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동영상 제작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녁 시간 이나 주말을 통해 탄력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최종 6월 7일까

지 긍정적인 홍보를 통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기 존 일 정 

주요 산출물 수 행 일 정 

4/16 29 5/6 20 27 6/3 7 

시나리오 및 콘티 제작 

       
시나리오 및 

콘티        

 주제 및 시나리오 수정 

       

수정된 시나리오 
       

중간 결과 시연 및 보고 

       

중간보고서 
       

동영상 발표 

       

최종 동영상 
       

평가 / 개인 평가지 작성, 

팀의 의견 작성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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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팀원들의 일정 조율. 

팀원들의 일정은 서로간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이 

대학생 3 학년이지만 다른 일을 하는 등의 투잡을 하는 인원들은 일정이 

기본 3 학년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말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장소의 협소함이다. 

우리 조는 최대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주말에 모이는데 

중앙대출실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Imagineer Room 이나 Study Room 을 

이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콘서트의 부족이나 Wi-Fi 등의 

교보재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말 근로를 선발하여 학부 사무실에서 전산실 하나를 

개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있으면 좋겠다. 

 

☞셋째, 중간보고 절차이다. 

중간보고에서 중간시연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이는 UCC 의 

흐름을 끊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슨 하루에 모두 촬영하여 

소품이나 시나리오, 배우들의 상태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팀의 촬영을 

중간 시연을 통해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5 월 

말이나 6 월 초에 촬영을 하여 마무리를 한 후 최종 보고 때만 동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