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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및 용어 설명 : Banker's Algorithm 

Banker's Algorithm 이란 ? 

교착상태-은행가 알고리즘 

1. 교착상태 개념 

 

가. 교착상태의 정의 

- 여러 프로세스들이 각자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청하면서 무한하게 대기하는 상태 

 

 

 

 

나. 교착 상태의 예 

- 예 1: 시스템에 두개의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을때, 프로세스 P1 과 P2 가 하나씩 테이프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상대방 프로세스의 테이프 드라이브를 필요로 함 

- 예 2: 두개의 세마포어 A 와 B, (초기값은 1) 

P0 P1 

wait (A); wait(B); 

wait (B); wait(A); 

 

 



2. 교착상태의 특징 및 처리 방법 

가. 교착상태의 특징 

- 교착상태는 다음 네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때 발생한다 

 

 

 

 

 

 

 

 

나. 교착상태의 처리 방법 

 

 

 

 

 

 

 

 

 



3. 교착상태의 회피 방법과 은행가 알고리즘 

가. 교착상태의 회피 방법 

-각프로세스는 자원 유형마다 필요한 최대 개수를 선언하고, 시스템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교착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교착상태 회피 알고리즘은자원-할당 상태를 감시하여 순환대기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자원-할당 상태 : 자원의 가용 개수와 할당 개수, 프로세스들의 최대 요구 개수로 정의됨 

 

나. 교착상태를 회피하는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 

- 정의 :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할 때 시스템은 자원을 할당한 후에도 안정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지를 사전에 검사하여 교착상태의 발생을 회피하는 기법 

- 자원 유형에 다수개의 자원을 가진 시스템에서 사용 

- 각 프로세스는 실행되기 전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 형태들의 최대수를 선언한다. 

-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할 때 시스템은 자원을 할당한 후에도 안정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지를 검사함. 

- 안정 상태에 있으면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해제할 때까지 대기함 

 

 

 

 

 

 



참고 - 

안정 상태 (Safe State) 

-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이 자원을 할당한 후의 상태가 안정 상태인지 검사함. 

- 안정 상태 : 특정한 순서대로 각 프로세스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고, 교착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 프로세스들의 순서 는, 모든 Pi,에 대해서 Pi 가 요청하는 자원들이 현재 

사용가능한 자원들과 j < i 인 Pj 가 점유하는 자원으로서 만족된다면 안정상태이다. 

이때 Pi 가 필요한 자원들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면, Pi 는 Pj 가 끝날때까지 대기한다. 

Pj 가 끝나면, Pi 는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작업을 수행한 후 모든 점유하는 자원을 해제하고 

종료한다. 

Pi 가 종료하면, Pi+1 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계속 처리를 진행한다. 

 

참고 - 

은행가 알고리즘의 자료 구조(참고) 

- n = 프로세스의 개수, m = 자원 유형의 개수 

 

4. 은행가 알고리즘의 한계 

-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의 일정해야 함 

- 일정한 사용자 수에서만 사용 

- 알고리즘은 모든 요구를 유한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함. 



- 프로세스들은 할당 받은 자원을 유한 시간 내에 반환 해야 함. 

- 최대 자원 필요량을 미리 등록해야 함. 

=> 제한 된 상황하에서만 사용 가능 

 

예를 통해 이해해보자. 

Situation  

_ 자원 A, B, C 가 있다. 각각 10, 5, 7 개의 Instance 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간 t0 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자. 

 

 

 

 

<그림 1> 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를 끝내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의 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Max - Allocation ) 

 

 

 

 

 

 



이 상태에서 만일 P1 가 추가적으로 자원 A 의 Instance 하나와 자원 C 의 Instance 두 개를 요구했다고 해보자. 현재 줄 수 있는 자원은 (3, 3, 

2)인데 P1 이 요구한 것은 (1, 0, 2)이다. 아직은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태가 된다. 

위의 상태의 그래프는 <P1, P3, P4, P0, P2>순서로 수행을 하면 Safe 

State 를 만족시킬 수 있다.  

 

 

 

 

 

 

 

 

 

 

 

 



2. 제작 일정.  

2014 년 4 월 

 

 



2014 년 5 월 

 

 



2014 년 6 월 

 

 

 

 



3. 체크 리스트  

 



4. 조직도  

 

팀장 : 보고서 및 회의록을 주로 맡게 되며 전체 스켸쥴 관리 및 프로젝트 총괄 수행 

촬영 : 동영상 프로젝트의 촬영 및 조명을 담당 

연출 : 쓰여진 시나리오와 콘티에 맡게 동영상 촬영 총괄 지휘 

작가 : 맞춰진 주제에 맡게 시나리오 구상 및 콘티를 제작 

영상편집 : 역할 소개 동영상을 비롯한 촬영된 동영상을 주제 목적에 따라 동영상 편집 담당 

음향 : 동영상에 들어가는 음향 소리와 음악을 담당 

소품 : 동영상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 및 관리 담당 

연기자 : 이송미, 임채수, 이서연, 장예진, 김승훈, 정다운, 신지은, 박혜란, 임은지, 정은혜 



5. 시나리오 콘티  

 

 연출 대사 

S#1 

1일. 

은행 A, B 모두 같은 내용이므로 사진으로 대체,  

은행원만 다르게 사진을 찍고 말풍선을 같이 넣어서 같은 상황

임을 보여줌 

 

 은행A 내부, 은행B 내부 

은행원 A, 은행원 B는 각각 5억짜리 10장씩 옷에 붙이고 있다. 

 

의사A, 의사B 이러한 구도로 화면 구성. 

은행원과 의사는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 모습을 

옆에서 촬영한다, 

(대뜸 쿠폰하나를 은행원에게 건넨다) 

제가 지금 성형외과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잘 도와

주시면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억이 필요합니다! 

벤처사업가A, B 위와 같은 구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제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속닥속닥. 아이디어는 

비밀. 눈치를 보는 척하며 속닥속닥 말한다…) 

저희 진짜 성공할건데, 아직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서 

20억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깡패A, B 위와 같은 구도로 (거들먹거리며) 내가 지금 1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

은행A 은행B 



데 어떻게 가능하신가? 

치킨집A, B 위와 같은 구도로 (일단 치킨을 가지고 와서 은행원에게 한입 먹인다.) 

맛 괜찮죠? 제가 이번에 다 접고….(한숨) 치킨집을 차리

려고 해요… 작은 배달 치킨집으로 할건데.. 치킨이 맛

있으니까 20억정도는 빌릴 수 있겠죠? 

S#2.  

2일 

은행A 

 

은행A. 

의사A, 벤처사업가A, 깡패A, 치킨집A 모두에게 10억씩 배분한

다. 은행원A는 옷에 붙어있던 5억짜리 종이를 2장씩 떼어서 준

다. 돈을 차례로 받는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향해 받은 돈을 보여주고 몸에 

붙이고 앵글 밖으로 벗어난다. 이 때 의사는 불만족스러운 표저

정. 돈을 모두 나눠주고 난 은행원은 10억이 남아있다.  

의사가 다시 들어온다. 

 

의사A  근데 저 30 억이 필요한데 처음에 10 억으로는 좀 



부족할거같은데요? 조금만 더 대출해주세요 

은행원A 은행원A는 자신에게 남은 돈을 확인하고, 카메라는 10억이 남

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다. 

음….그래요! 

 은행원A는 의사A에게 5억짜리 두 장을 떼서 붙여준다. 이제 은

행원A는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화면이 그대로 멈추고 은행A 화면에 일시정지 표시를 띄운다. 

(OR 회색화면으로 전환…) 

은행B로 넘어간다. 

 

S#3 

2일 

은행B 

S#2 은행A와 동일한 상황. 

이때 의사가 다시 들어온다. 

 

의사B  근데 저 30 억이 필요한데 처음에 10 억으로는 좀 

부족할거같은데요? 조금만 더 대출해주세요 

은행원B 은행원B는 자신에게 남은 돈을 확인하고, 카메라는 10억이 남

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다. 

음…그래요! 

 은행원B는 의사 B에게 5억짜리 한 장을 떼서 붙여준다. 은행원 

B는 5억 1장이 남아있다. 은행B 화면에 일시정지 표시를 띄우

고, 다시 은행A로 넘어간다. 

 

S#4 

3일 

은행A 

깡패A가 은행A에 찾아온다.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오고, 씩씩거리

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등등 불만 가득 + 껄렁껄렁 + 껌쫙쫙 + 

주먹 만지작만지작 등등등 똘마니들도 있다. 

범죄와의전쟁 포스터 분위기가 난다. 

 



 

깡패A의 옷에는 5억 2장이 붙어있다. 

은행원A의 옷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 

깡패A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 뭘하라는거지? 

이거 뭐 입에 풀칠도 못하겠네^^ 

(웃음이 포인트!!!!!!!!!!!!!!!ㅋㅋㅋㅋㅋㅋㅋ) 

 은행원A의 옷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한다. 

수상함과 분노를 느낀 깡패는 은행원A의 멱살을 잡는다 

 

은행A 종료---게임오버--- 

화면이 회색으로 전환되며 아래에 카페베네 로고가 뜬다. 

이후 화면을 줄여 아예 없어지게 하고 은행B만 화면에 나타나

게 한다. 

 

S#5 

3일 

은행B 

깡패B가 찾아온다. 상황/분위기는 은행A 때와 같다. 

깡패B의 옷에는 5억 2장이 붙어있다. 

은행원B의 옷에는 5억 1장이 붙어있다. 

 

깡패B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 뭘하라는거지? 

이거 뭐 입에 풀칠도 못하겠네^^ 



(웃음이 포인트!!!!!!!!!!!!!!!ㅋㅋㅋㅋㅋㅋㅋ) 

대사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듯?!? 

은행원B 은행원B는 깡패B에게 5억을 더준다. 

더 이상 남아있는 돈이 없다. 

(쫄았다.)  

S#6. 

6일 (3일뒤) 

은행B 

깡패는 할일을 마치고 15억을 갚는다. 

은행원B는 15억을 갖고 있다. 

 

 

 10억을 갖고 있는 벤쳐기업가B가 찾아온다. 

은행원 B는 벤처기업가 B에게 10억을 더 빌려준다. 

은행은 5억이 남고 벤처기업가B는 20억을 갖고있다. 

 

벤처기업가B  (은행원B에게 굽신굽신. 감사합니다. 등등의 표현) 

S#7. 

13일 (S#6 후 7일 뒤) 

은행B 

벤처사업가는 크게 성공한 뒤 신나게 20억을 다시 갚는다 

은행은 25억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가B  (은행원B에게 돈을 갚는다.) 

(우쭐 + 우하하하하하하 느낌의 포즈 등) 

 15억을 갖고 있는 의사B가 찾아온다. 

은행원B는 의사B에게 15억을 준다. 

은행원B는 10억이 남는다. 

 

의사B  (은행원B에게 굽신굽신. 감사합니다. 등등) 

S#8. 23일  

(S#7 후 10일 뒤) 

의사 B는 강남에 성형외과를 다 지은 뒤 신나게 30억을 갚는

다. 은행원B는 40억을 갖고 있다. 

 

의사B  (은행원B에게 돈을 갚는다.) 

(은행원B에게 성형을 권유하는 듯한 제스쳐 – 코를 높

이거나 쌍커풀을 그리는 듯한…) 



 10억을 갖고 있는 치킨집사장B가 찾아온다. 

은행원B는 치킨집사장B에게 10억을 주나. 

은행원B는 30억이 남는다. 

 

치킨집사장B  (은행원B에게 감사합니다 등등의 제스쳐) 

S#9. 30일 

(S#8 후 7일 뒤) 

은행B 

치킨집사장B는 작은 치킨집을 차린뒤 신나게 20억을 갚는다. 

은행원B는 50억을 갖고 있다.  

의사B, 벤쳐사업가B, 깡패B, 치킨집B와 은행B는 모두 성공하여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폭죽퐝퐈오파와팡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