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FIFO - SSSSS

커피 판매원이 있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진 첫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커피를 줌과 동시에 두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마찬

가지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1. FIFO - SSSSS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줌과 동시에 다섯 번

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마찬가지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

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커피를 준다.

손님들이 모두 커피를 사갔

다.

종료.

   



   

1. FIFO - SSSLL

커피 판매원이 있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진 첫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커피를 줌과 동시에 두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마찬

가지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1. FIFO - SSSLL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줌과 동시에 네 번째 

Long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만드는데 20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커피를 만드는 중에 다섯 번

째 Long job 손님이 온다. 

마찬가지로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

졌다.

커피를 만들면서 남은 

17~18초가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다섯 번째 

Long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0초가 흐

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손님들이 모두 커피를 사갔

다.

종료.



   

1. FIFO - LSLSS

커피 판매원이 있다.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

리는 주문지를 가진 첫 번째 

Long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두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세 번째 Long job 손님이 온

다.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1. FIFO - LSLSS



네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다섯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만들면서 남은 12초

가 흐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두 번째

Short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세 번째

Long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0초가 흐

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네 번째 Short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다섯 번째 

Short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손님들이 모두 커피를 사갔

다.

종료.



     

2. SRTCF - LSLSS

커피 판매원과 확인자가 있

다.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

리는 주문지를 가진 첫 번째 

Long job 손님이 온다. 확인

자가 확인한다. 커피를 주문

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두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를 만드는데 3초

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확인자가 확인한다.

두 번째 손님의 커피 제조시

간이 더 짧으므로 두 번째 

손님의 커피를 먼저 만들기

로 한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줌과 동시에 세 번째 

Long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만드는데 20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확인자가 

확인한다.

세 번째 손님보다 커피 제조

시간이 짧은 첫 번째 손님의 

커피를 마저 만든다.

2. SRTCF - LSLSS



     

커피를 만들면서 2~3초가 

흐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진 네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만드는데 2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확인자가 

확인한다.

네 번째 손님의 커피 제조시

간이 더 짧으므로 네 번째 

손님의 커피를 먼저 만들기

로 한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줌과 동시에 세 번째 

Short job 손님이 온다. 커피

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확인자가 

확인한다.

다섯 번째 손님의 커피 제조 

시간이 더 짧으므로 다섯 번

째 손님의 커피를 먼저 만들

기로 한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첫 번째 Long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만드는데 16초가 남

았다.

세 번째 손님보다 첫 번째 

손님의 커피 제조시간이 더 

짧으므로 첫 번째 손님의 커

피를 마저 만들기로 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16초의 시

간이 흐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세 번째 Long 

job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

린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0초의 시

간이 흐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손님들이 모두 커피를 사갔

다.

종료.



3. LOTTERY - LSLSS

커피 판매원과 확인자가 있

다.

다섯 손님이 온다. 확인자는 

차례로 손님을 확인하고, 

Long job의 손님에게는 복권 

1장을, Short job의 손님에게

는 복권 10장을 나누어 준

다.

추첨을 시작한다. ‘30’을 부

른다. 해당하는 복권을 가진 

다섯 번째 손님이 앞으로 나

온다. Short job 손님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3. LOTTERY - LSLSS



커피를 준다. 네 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추첨을 시작한다. ‘7’을 

부른다. 해당하는 복권을 가

진 두 번째 손님이 앞으로 

나온다. Short job 손님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세 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추첨을 시작한다. ‘12’

를 부른다. 해당하는 복권을 

가진 세 번째 손님이 앞으로 

나온다. Long job 손님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

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0초가 흐

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두 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추첨을 시작한다. ‘15’

를 부른다. 해당하는 복권을 

가진 네 번째 손님이 앞으로 

나온다. Short job 손님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3초가 걸리

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3초가 흐른

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한 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

다시 추첨을 시작한다. ‘15’

를 부른다. 해당하는 복권을 

가진 첫 번째 손님이 앞으로 

나온다. Long job 손님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20초가 걸

리는 주문지를 가졌다.

커피를 주문한다.

커피를 만들면서 20초가 흐

른다. (콘티 중략)

커피를 준다.

손님들이 모두 커피를 사갔

다.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