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콘티 및 시나리오 

 

 

 

 

 

 

 

주제 Deadlock 

팀명 누구시조 

조장 이준호 

조원 권태용, 김성근, 김세훈, 김승식, 

김연상, 김준태, 김태원, 김현준, 

박선호, 정윤호 

 

 

 

 

 

 



- 주제: dead lock 

- 장소: 공원이나 공터에서 사거리 표현  

- 상황: 3가지 경우의 장면으로 상황을 표현. 4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 

 1) dead lock 상태 의미. 모든 카트가 사거리에 진입되어 있는 장면 설정. 

 2) dead lock avoiding 상태 의미. 3개의 카트는 진입, 1개 카트가 사거리 진입 이전 장면 설정. 

 3) dead lock preventing 상태 의미. 모든 카트가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의 장면 설정. 

- 필요 물품: 4대의 카트(A, B, C, D) 또는 세 발 자전거  

(4개의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이동하는 4대의 이동수단 필요.) 

- 등장인물: 

 1) 4대의 카트에 각각 들어갈 사람 (4개의 프로세스를 의미) 

 2) 신호기 표시자 

  ∙어떤 카트가 진행할지 결정해주는 인물. 

  ∙Ready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큐에서 결정하여 Running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 

 3) 카트 진행자 (다른 카트는 정지상태에 두고 신호기가 결정해 준 카트를 진행시켜주는 인물.) 

 

⋇ 스토리 진행 

공원이나 공터에 카트가 위치되고 진행되는 사거리를 그려준다.  

사거리의 도로 부분에는 4대의 카트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게 되고, 사거리의 도로 바깥부분에는 

신호기와 카트를 밀어주는 사람 2명이 오른쪽 위쪽에 위치.  

카트의 위치는 3가지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사거리의 입구부근에 진입하기 전의 상태 (프로세스가 아

직 실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 사거리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 (프로세스가 실행되었고 중간에 다른 프로세

스가 실행되어 잠시 정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 사거리를 지나서 완전히 도착하게 되는 상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서 완전히 실행 종료가 된 것을 의미)가 있다.  

카메라의 구도는 사거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높은 고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구도

로 위치한다. 

 



1) 첫 번째 상황을 표현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dead lock) 

사거리에 4대의 카트, 신호기, 카트 진행자가 기본 상태로 위치.  

신호기가 A카트에게 도로 사용권을 주고, 그 신호를 보고 카트 진행자가 A카트에 가서 카트를 밀어줌.  

A카트가 사거리에 들어와 지나는 중에 신호기가 B카트의 신호를 줌.  

신호를 보고 카트 진행자가 A카트의 진행을 멈추고 B카트에 가서 밀어줌.  

B카트도 사거리 진행 중에 신호기가 C카트의 신호를 줌. 카트 진행자는 이제 C카트를 진행.  

마찬가지로 D카트의 신호가 중간에 나오고 D카트를 밀어야 되는데 나머지 3개의 카트가 전부 사거리에 

진입 되어 있어 카트가 진행되지 않음.  

카트 진행자가 A, B, C, D 모두 밀어보아도 전부 막혀 있어서 아무 카트도 움직이지 못하는 dead lock 상

태에 빠지게 됨.  

이렇게 4개의 카트가 모두 좌절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마무리. 

 

Figure 1. DeadLock 상황 



2) 두 번째 상황을 표현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avoiding) 

사거리에 4대의 카트, 신호기, 카트 진행자가 기본 상태로 위치.  

신호기가 A카트에게 도로 사용권을 주고 카트 진행자가 A카트를 사거리 진행 중 B카트의 신호 뜸. 

카트 진행자가 A카트 멈추고 B카트를 사거리 진행 중에 신호기가 C카트의 신호를 줌.  

이제 카트 진행자가 C카트를 사거리 진행 중일 때 신호기가 아무 카트에게도 신호를 주지 않음. 

카트 진행자가 C카트를 멈추고 현재 A, B, C의 세 카트는 사거리에 들어와 있고 D카트는 진입하지 않은 

입구에 멈춰 있는 사거리의 상황. 

이 때 신호기는 dead lock을 피하기 위해서 D카트에게 신호를 주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도로를 사용하여 

빠져 나갈 수 있는 A카트에게 신호를 줌. 

카트 진행자가 A카트로 사거리를 완전히 빠져나감.  

이후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B카트에게 신호를 주고, B카트가 나간 다음 C카트에게 신호를 줌.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D카트에게 신호를 주고 카트 진행자가 D카트를 사거리 통과.  

결국 모든 카트가 문제없이 나가게 된 4대의 카트가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 

 

Figure 2. Avoiding 



3) 세 번째 상황을 표현하는 화면으로 전환된다. (preventing) 

사거리에 4대의 카트, 신호기, 카트 진행 인물이 기본 상태로 위치. 

카트 진행자가 A카트가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출발해 사거리를 완전히 통과. 

이후 우측에 있는 B카트가 신호를 받고 빠져나감. 

순차적으로 C, D 카트가 이어서 사거리를 완전하게 빠져나감. 

결국 모든 카트가 문제없이 나가게 된 4대의 카트가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 

 

Figure 3. Preve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