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OS 피닉스조 대본

화면 Text: 팜므파탈 리의 하루

화면 Text: 배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사진과 함께)

팜므파탈 리 (스케줄러)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A,B,C,D 남자(thread)를 한번에 만나
      고 있는 능력자. 선물(output) 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남자 A (thread_A, long job) : 팜므파탈 리와 사귀고 있는 남자 A, 
      말이 많고, 눈치 없는 성격이다 

남자 B (thread_B, short job) : 팜므파탈 리와 사귀고 있는 남자 B, 
      말 수가 적고, 다른 일 때문에 항상 바쁘다.

남자 C (thread_C, long job) : 팜므파탈 리와 사귀고 있는 남자 C, 
     가난하고, 후질 근 하게 입고 다닌다.

남자 D (thread_D, short job) : 팜므파탈 리와 사귀고 있는 남자 D, 
           돈이 많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닌다.

화면 Text: 까페안

(H양이 맥북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H양: (핸드폰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다이어리에 필기를 한다.)

화면 Text: 어 오빠, 아 거기! 알았어. 그럼 이따가 봐.

(남자 ABCD는 각 의자 4개에 앉아서 H양을 기다린다.)

화면 Text: 오늘은 누굴 어떻게 만나야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context switch는 영상 편집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화면 Text: FIFO : (Fir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 준다.
(ABCD순서대로 다이어리에 적는 장면 close up)

H양: (A남자 쪽으로 가서 앉는다, A남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여자는 상당히 지  
     루해 한다, A남자가 선물을 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면서 B남자의 테이블로   
     간다)
H양: (B남자 테이블에 앉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선물을 주고 나간다.)
H양: (C남자 쪽으로 가서 앉는다. C남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여자는 상당히 지  
     루해 한다, C남자가 선물을 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면서 나간다.)

화면 Text: A C (long job) 때문에 D(short job)를 못 맛났잖아!! (short job is stuck )

화면 Text: Round Robin: 일정 시간(time slice)을 정하고 그 시간만 해당 작업을 처리를 하
 고, 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ABCD순서대로 다이어리에 적는 장면 close up)
(H양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만날 것인지 다이어리에 적는 화면을 close up)

H양: (A남자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A랑 5초 정도 잇다가 바로 B남자 테이블로 간다.)
H양: (B남자 테이블에 앉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선물을 주고 나간다. C남자 테이블로 간다.)
H양: (C남자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C랑 5초 정도 잇다가 바로 D남자 테이블로 간다.)
H양: (D남자 테이블에 앉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선물을 나간다. A남자의 테이블로 간다.)
H양: (A남자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5초 잇다가 선물을 받는다. B테이블로 간다.)
H양: (B남자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바로 선물을 받는다. 종료) 

화면 Text: 선물은 다 받았는데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context switch 
   overhead) 힘들다!

화면 Text: STRCF: Ready Queue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남은 시간 중 가장 
       short잡을 먼저 처리 한다.

H양: (A남자 테이블에 가서 앉는다.)
화면 Text: 어? 오빠 잠깐만 일이 있어서..
H양: (B남자에게 전화를 받고 B남자에게로 간다.)
H양: (가자마자 선물을 받고 다시 A남자 테이블로 온다.)
H양: (D남자에게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A남자의 남은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안가고 있는다)
H양: (A남자에게 선물을 받고, D남자에게 가서 선물을 받는다)

(C남자에게서 받은 여러 통의 카톡 메시지를 close up 하면서 종료)

화면 Text: C 오빠는 이제 빠이빠이! (long job starvation)



화면 Text: Lottery Scheduling: short job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long job에게
도 기회를 주기위해, 개수가 다르고 최소 한 개인 복권을 각 job에 줘서 당첨 된 job을 수행
한다.
(Round Robin 기반이기 때문에, Round Robin 과 마찬가지로 만날 시간을 적는다) 
(남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 <A와 C는 적게, B와 D는 많게>
를 백에 넣고 뽑힌 남자의 테이블로 가서 앉는다.

(A와C의 경우, 만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A와 C의 이름표를 하나 뺀다. 최소 
하나는 유지를 시켜 주어야 한다.)
(B와D의 경우, 만나자 마자 선물을 받고, B와 D의 이름표를 하나 더 넣는다.) 
(몇 번 반복 하며 종료)

화면 Text: A, C오빠는 가끔 보고, B, D 오빠와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네!
(No Starvation to long job, High priority to shor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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