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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System 출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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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0 2 OS 
5. 동기화 기법인 스핀 락(Read/Write Spin Lock)의 개념을 기술하고  

스핀 락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10 4 OS 5. 프로세스 스레싱(Thrashing)의 발생 원인과 예방책을 설명하시오.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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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서비스, 7 

네트워크, 6 

보안, 4 

DATABASE, 5 

CA와 시스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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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도메인 분포도 

CA & System 출제 경향 

http://www.itpe.co.kr/


2. 110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회차 교시 도메인 문제 

110 4 OS 
2. 운영체제에서 문맥(context)의 내용, 문맥교환(context switch)의 과정 및 

문맥교환이 발생하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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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디스크 스케쥴링 알고리즘 중 최소 탐색 우선 스케쥴링(Shortest Seek-Time First Schedul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엘리베이터 알고리즘(Elevator Algorithm)과 

에션바흐 기법(Eshenbach Scheme)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기술사, 108회, 3교시 5번) 

 

 

2. 운영체제(OS)의 문맥 교환(Context Switching)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문맥 교환 절차를 도식화하여 설명하시오. 

  나. 문맥 교환시 발생하는 오버헤드 해결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기술사, 108회, 4교시 2번) 

10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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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기출문제 

1. 운영체제의 크리티컬 섹션(Critical section) 구현 방법 2가지 

   (컴시응, 108회, 1교시 6번) 

 

2.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태스크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태스크간의 문맥전환(Cotext 

Switching)과정을 스택(Stack), 스택포인터(SP), CPU 내 레지스터(Register)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2교시 4번) 

 

3. 세마포어(Semaphore)를 이용한 리소스 공유 방법과 태스크간 동기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교시 4번) 

 

4. 3개 태스크(task1, task2, task3)가 실행되고 이들의 우선순위는 task1 > task2 > task3 이다. 

우선순위 역전(Priority Inversion)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위 3개 태스크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4교시 4번)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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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5. CPU의 동작을 감시하는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에 대하여 기술하고 하드웨어 구현방법을 

설명하시오. 

 (4교시 4번) 

108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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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7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모바일 OS(Operating System) 주요기술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기술사, 107회, 1교시 4번) 

[컴시응] 107회 출제 안되었음 (미출제)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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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있어, 커널(Kernel)의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을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시험대상 및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교시) 

 

2. 다음은 마이크로 커널의 일부분이다. 알고리즘의 의미와 Context_Switch() 내부 메카니즘을 설명하시오. 

void Scheduler(void) 

{ 

 t1_pri = current task (RUNNING state)'s priority; 

  t2_pri =  highest priority in the Ready list; 

 if (t1_pri < t2_pri) 

  call Context_Switch(); 

 else 

          ; /*do nothing */ 

(3교시) 

105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105회 출제 안되었음 (미출제)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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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104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1. UNIX에서 적용되고 있는 파일 접근제어(Access Control)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1교시)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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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타임서버의 필요성 및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2. Tiny O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3.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스핀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4. Watchdog Timer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5. 운영체제 내부 모듈 중 Dispatcher의 주요 기능과 동작 과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시오. (4교시) 

 

 

104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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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UNIX 시스템의 i-node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2. UNIX 시스템의 호출을 이용한 다음 프로그램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단, 프로그램 수행 권한은 root임)   (3교시) 

102회 정보관리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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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3. 다음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가. (a), (b), (c), (d)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 (b),(c )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교시) 

102회 정보관리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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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WDT(Watchdog Timer) 

 

2. 마이크로 커널(Micro Kernel)과 모놀리딕 커널(Monolithic Kernel)의 특징을 비교하고 단일프로세서  

   운영체제 환경에서 다중프로세서 운영체제 환경으로의 코드 이전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교시) 

102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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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교착상태(Deadlock)의 필요조건과 교착상태 회피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anker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3교시) 

 

2. 웹 응용서비스 환경으로 구성되는 웹 플랫폼은 최근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연동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응용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웹 플랫폼의 기술 중 W3C의 웹 API 종류, 웹 운영체제(Web 

Operating System)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교시) 

 

101회 정보관리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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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제 문제  

기출문제 

1. 부트로더(Boot Loader)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101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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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 컴퓨터 구조가 컴퓨터시스템 응용에서는 꾸준히 나오지만 정보관리에서는 빈도가 낮은 것과 달리 

- 운영체제는 최근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양쪽 모두에서 96회 이후로 자주 출제되고 있음 

구분 90회 92회 93회 95회 96회 98회 99회 

정보관리 CA 0 0 0 0 0 0 1 

정보관리 OS 0 0 0 0 3 1 4 

컴시응 CA 3 2 5 3 6 3 1 

컴시응 OS 3 0 0 0 3 4 2 

0

1

2

3

4

5

6

7

90회 92회 93회 95회 96회 98회 99회 

정보관리CA 

정보관리OS 

조직응용CA 

조직응용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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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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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OS(운영체제) 

1. OS 

2. CPU Scheduling 

3. Semaphore 

4. Deadlock 

5. Wait-die와 Wound-wait 

6. Locality 

7. Thrashing 

8. 상호배제 

9. 디스크 Scheduling 

10. 프로세스 구조 

11. PCB 

12. Secure OS 

http://www.itpe.co.kr/


23 

[그림] 사용자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4개 서브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개념도 

 - 아래 각 매니저 서브시스템이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 표현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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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 

기출문제 

1. 운영체제(OS)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리 89회 1교시) 

 

2. Secure OS (조직응용, 95회, 1교시) 

 

3.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GPOS(General Purpose OS)는 개방화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개방되어 API를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 소스코드의 이용이 가능)과 일부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API로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GPOS를 위의 2 항목으로 분류해보고  

각 GPOS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0회 3교시) 

 

4. Secure OS (조직응용, 84회, 4교시) 

 

5. 모의고사: (리눅스) 운영체제의 부팅순서를 단계적으로 설명하시오.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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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S 
 
 I. 컴퓨터의 구동 및 컴퓨터 자원관리 시스템, OS의 정의 

  가.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 OS)의 정의 

   -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중계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나. 운영체제의 기능 

   1) 자원할당 : CPU사용시간, 메모리공간, 파일저장공간 

   2) 제어프로그램 : 입출력장치의 제어,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어 

   3) 사용자 편의 제공 :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 컴퓨터를 사용 가능하게 함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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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S의 요소 및 비교표 

 가. OS의 구성요소 

    - 프로세스: 시스템에서의 작업 단위(프로그램 실행)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보조 저장장치 

관리 

입/출력 
시스템 

파일 
관리 

보호 시스템 
네트워킹 

명령어 해석 
시스템 

http://www.it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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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S의 요소 및 비교표 

 나. 대표적인 운영체제간 비교(Android 운영체제 –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설계, Linux-기반 시스템) 

구분 Linux(1991년) Unix(1970년) Microsoft Window(85년) 

실행환경 
모델 

C/S Computing, 
객체 지향 

호스트 중심, 
단말 컴퓨터 

C/S Computing, 
객체 지향 

주요 용도 Internet Server 기간 MS 시스템 
File Server,  
Internet Server 

기본 사용 
환경 

다중 사용자 환경 
다중 사용자 환경 
-Dummy, X-Terminal 

범용 Workstation의 사용자
를 서버에 연결 

운영체제 
기반 

커널(Monolithic) 커널(Monolithic) 마이크로 커널 

사용 
플랫폼 

중형 이하 PC 서버 중형 컴퓨터 이상 중형 이하 PC 서버 

UI - 
CDE (Common Desktop  
Environment) 

우수 
(Windows Interface) 

소스 코드 
공개, 무료 소스코드 사용가능 
(GPL-GNU Public License) 

비공개 비공개 

특징 

- 적은 비용으로 구축 가능 
- 소스코드 공개 
- 진정한 Multi Tasking 
- Real Time Pageload 
- 완벽한 Unix 호환 

- OSF의 DCE RPC 표준과  
호환 

- 분산된 자원의 공유 능력 
탁월 

- 다양한 DB 지원 
- 강력한  TCP/IP  

네트워킹 

- OS와 API의 명확한  
통제 

- 강력한 파일 시스템 
- Window Interface로  

PC와 동일 
- 사용자 모드 프로세스들: 
   실행파일(EXE), DL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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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트스트래핑 서비스 

 - 운영체제가 적재되는 과정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또는 부팅(Booting)이라 한다. 

   부트스트랩 로더(Bootstrap Loader)는 디스크 트랙 0, 나머지는 디스크의 다른 부분에 적재된다. 

   부트스트랩 로더의 목적은 운영체제를 적재하는 것이며, 운영체제를 적재하면 시스템이 초기화된다. 

   초기화의 목적은 운영체제 정리,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한 시간 등의 설정, 명령 해석기의 적재와 준비 등 

   이다. 

  

1. OS 

부트스트래핑 과정 

1. Power On 1. 전원 인가 
2. BIOS를 메모리로 로드(바이오스(Basic Input Output System)) 
3. BIOS:  롬(ROM)에 존재.  

2. 하드웨어 초기화 1. 하드웨어 인식, 각 종 드라이버 테스트 및 초기화 
- System Bus, 키보드 등 상태를 검사하고 
  (POST:Power-On Self Test 라고 함.) POST 용어 기억  

3. 부트스트랩 로더 수행 1. 부트 로더 수행 
2. GRUB 등 boot loader 실행 
3. 로더는 디스크 고정 트랙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RAM)에 적재시킴.   

4. 커널 로딩 1. 운영체제 로딩 
- (예) jmp 0x07c0:start – Assembly JUMP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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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트로더(Boot Loader)의 정의 

  가. 정의 

   - 운영 체제가 시동되기 이전에 미리 실행되면서 커널이 올바르게 시동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작업 

    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운영 체제를 시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나. 부트로더(Boot Loader)의 기능 

   - 메모리/하드웨어 초기화(직렬포트의 초기화, 네트워크 초기화, 인터럽트초기화) 

   - 커널 적재 및 부팅(커널과 루트 파일시스템을 RAM/플래시메모리에 적재하여 실행) 

 

[참고]  

A boot loader is a computer program that loads an operating system or some other software for 

the computer after completion of the self-tests 

1.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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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트로더의 종류  

1. OS 

구분 설명 

LILO 

전통적인 linux boot loader. 일반적인 boot loader가 그렇듯 assembly로 짜여져 

있고 크게 MBR에 들어가는 first.S와 /boot/boot.b로 만들어지는 second.S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 

•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 MBR, Memory Buffer Register ) 

  -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 

•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 MAR, Memory Address Register ) 

 - 기억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의 번지 기억 레지스터 

GRUB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boot loader로서 기능과 유연성 면에서 LILO 좋음.  

GNU에서 만들었으며 뛰어난 shell interface를 제공(GNU에서 만든 부트로더로 

LILO(Linux Loader) 보다 발전된 형태로 리눅스의 기본 부트로더로 쓰임) 

BLOB 
ARM SA-11x0 architecture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boot loader로서  

GNU GPL이여서 사용에 제한이 없고 serial을 통한 다운로드를 지원 

U-BOOT 
Universal Bootloader의 약자로 간단하게 PowerPC와 ARM에 기반을 둔  

임베디드 보드를 위한 부트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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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트로더 절차 설명  

1. OS 

구분 설명 

하드웨어 초기화 
- 프로세스 및 메모리 초기화 
- 네트워크 및 시리얼 포트등의 디바이스 초기화 

자동 부트 
- 커널 등의 프로그램 이미지를 로딩하고 실행시킴 
- 자동 부트가 아닌 경우, 사용자 입력 대기 상태 

입력 명령 처리 
- 간단한 수준의 디버깅 
- IP 주소 설정 및 자동 부팅설정 등의 보드 환경 설정 
- 각종 상태 체크 

커널 로딩 및 스타트 
- 플래시에 저장되어 있는 커널 및 루트 파일 시스템을 타겟 
메모리에 로딩 

- 커널 프로그램의 시작번지로 점프 하여 커널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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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Scheduling 

기출문제 

1. 다단계 귀환(Multi-level Feedback)을 설명하시오. (관리 75회 1교시) 

 

2. 우선순위(Priority) 기반 CPU 스케쥴링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1교시) 

 

3. RM(Rate Monotomic) 스케쥴링과 EDF(Earliest Deadline First)스케쥴링 알고리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08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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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PU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 CPU(프로세스) 스케쥴링의 개요 

  가. 프로세스 스케쥴링(Process / CPU Scheduling)의 의미 

    - 프로세스 작업수행을 위해 언제, 어느 프로세스에 CPU를 배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 

    - Multi-Processor 환경하에서 Processor 간의 우선순위를 저장함으로써 CPU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 

  나. 프로세스 스케쥴링의 목표 

    - Throughput (시간당 처리되는 프로세스의 수)과 CPU 이용률(Utilization)의 극대화 

    - Turnaround Time(프로세스가 CPU 를 획득한 후 작업이 종료 시간 +  대기시간 포함) 

     의 최소화 

    - Response Time (Interactive System 에서 첫 번째 응답이 나올 때 까지의 시간)의 최소화 

    - 시스템 내의 자원들이 유휴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골고루 균형 있는 자원이 가능해야 함 

    - CPU 중심의 프로세스를 적절히 혼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도록 해야 함 

    - Burst Time: it means the amount of time a process uses the CPU for a single time 

      (버스트타임: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해야 되는 시간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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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념도와 분류: 선점/ 비선점 의미 

구분 설명 

선점 -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운영체제에 의해, 인터럽트가 걸려 비자발적으로 

   준비 큐로 이동될 수 있는 방식(RS 멀 RE – RS멀레)  

비선점 - 프로세스가 일단 실행 상태(Running State)로 진입하면, 종료되거나, 자발적으로 

  CPU 를 내놓을때까지는 CPU를 뺏기지 않는 방법 

- 자발적으로 CPU를 놓는다는 것은 스스로 블록시키거나,  또는 일출력 요구 및 시스템 

  요구 및 서비스 호출 등으로 인해, 준비큐에서 빠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CPU 스케쥴링 

선점 비선점 

라운드
로빈 

SRTF 
Multi-Level 

Queue 
Multi-Level 

Feedback Queue 
우선순위 기한부 FCFS SJF HRN 

RM 스케줄링 
(Rate Monotonic) 

EDF 스케줄링 
(Earliest Deadlin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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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점 스케쥴링과 비선점 스케쥴링 

   가. 선점(Preemptive) 스케쥴링 

      1) 선점(Preemptive) 스케쥴링의 의미  

         - 한 프로세스가 CPU 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중단 시키고 자신이 CPU를 차지 할 수 있는 경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시스템에 유용 ->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들이 들어오는 경우 오버헤드를 초래함) 

      2) 선점 스케쥴링의 유형 

         - Round Robin : FCFS에 의해 보내진 프로세스가 할당된 CPU시간 내에 처리 완료 못하면 

                                  준비 완료 리스트의 가장 뒤로 보내지고 CPU는 대기중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감 

                                  라운드 로빈 스케쥴링(=시간 할당량 기법, Time Slicing 기법)  

                                  일반적으로 시간 할당량은 100 밀리 초에서 1,2초 사이 값. 

 

 

 

 

 

 

          

        -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 준비 큐에서 남아있는 작업이 완료되기까지의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 

           (SRT: 남아있는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 소요)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가 예상되는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짧다면, 제일 늦게 도착했더라도,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선점하고 곧장 선택된다. 

프로세스1 프로세스2 프로세스3 프로세스4 CPU 

규정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경우 처음 준비 큐로 이동 

준비 큐(FCFS) 

가장 오래 준비 큐에 있었던 프로세스 

가장 최근에 들어왔거나, 규정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프로세스 First-Come First-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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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level Queue(다단계 큐):  

    작업들을 여러 종류의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개의 큐를 이용하는 기법 

                    준비 상태 큐를 여러 종류로 분할(작업 분류별 묶음) 하지만 다른 큐로 작업 이동 불가 

 

 

 

 

 

 

 

   - Multi-level Feedback Queue (다단계 피드백 큐):  

   입출력 위주, CPU위주인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CPU time slice를 부여하고 수행 후 점차 낮은 

우선순위 부여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Round Robin 처리) 

 

-  각 큐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케쥴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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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선점( Non-preemptive ) 스케쥴링 

  1) 비선점 스케쥴링의 의미 

     -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되면 CPU 반환 시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CPU 점유불가 

     - 단점 : 짧은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긴 작업 종료 시까지 기다림 

     - 장점 : 모든 프로세스에게 공정하고 응답시간이 예측 가능 

  2) 비선점 스케쥴링의 유형 

     - 우선순위 : 각 프로세스에게 priority를 부여하여 높은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 

                      중요한 작업에 대한 순위 처리 하여 수행 

                      최상위 우선순위를 갖는 프로그램을 먼저 처리 

                      동일한 우선순위간은 FCFS 

                      우선순위 결정 : 관리자에 의한 결정, 자원요구량에 의한 결정, CPU처리 

                                             시간에 의한 결정, 시스템에서 보낸 시간에 의한 결정 

 

    - FCFS(First Come First Served) : 가장 단순한 형태의 스케쥴링 정책으로 FIFO라고도 부름 

      프로세스가 대기큐(준비큐)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CPU 할당 

      (예)  

 

 

 

      Y는 서비스 시간은 1인데, 시스템에 머문 총 시간은 그의 100배에 달하는 문제 발생 

프로세스 도착시간 서비스 시간 

X 1 100 

Y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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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F(Shortest Job First) : 준비 큐에서 수행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수행.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짧은 작업에 유리하지만 긴 작업과 짧은 작업간의 불평등 심화(끝날 때까지 기다림) 

   [참고]  

   Shortest Process Next(SPN):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수행, 혼용해서 사용함. 

 

  - HRN (Highest Response Ratio Next) : SJF의 약점을 보완한 기법 긴 작업과 짧은  

     작업간의 불평등을 완화.  Response Ratio = (대기시간 + 서비스 시간) / 서비스 시간으로 제일  

     높은 것을 선택 

 

  - 기한부 스케쥴링(Deadline) : 작업들이 명시된 시간이나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계획하고, 

                              사용자는 사전에 작업이 요구하는 정확한 자원을 제시하는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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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단계큐와 멀티레벨 피드백큐의 비교 

  가. 다단계 큐와 멀티레벨 피드백큐의 비교 

 

 

 

 

 

 

 

  나. CPU 스케줄링의 또 다른 활용 

   -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법 적용 필요 

   -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쥴링 방식 -> 임베디드 시스템 적용 증가 

   - RT System에서는 선점형 사용     

구분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큐 

대기큐 타임퀀텀 동일 다름 

우선순위 작업별 순서별 

큐간 이동 없음 있음 

공통점 무한대기방지 , 선점 스케줄링 

2. CPU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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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FCFS SJF 

실행 순서 P1 - > P2 - > P3 - > P4 - > P5  P2 - > P4 - > P3 - > P5 - > P1 

실행 순서에 따른 

간트 Chart 

  P1       P2     P3      P4      P5 

  

0       10     11      13      14     19 

P2      P4     P3     P5      P1 

  

0       1       2      4      9       19 

Process  

대기 시간 

P1=0, P2=10, P3=11, P4=13, P5=14 P1=9, P2=0, P3=2, P4=1, P5=4 

평균 대기 시간 

=(P1+P2+P3+P4+P5) /N 

=(0+10+11+13+14) / 5  

= 49/5  

= 9.6 

=(P1+P2+P3+P4+P5) /N 

=(9+0+2+1+4) / 5  

=16/5 

=3.2 

2. CPU Scheduling 

 
 

CPU 스케줄링 기법 중 FCFS(First Come First Served), SJF(Shortest Job First) 의 개념을  
설명하고 아래 표의 조건을 보고 FCFS와 SJF 의 평균 대기 시간과 평균 Turnaround time 을  
구하시오. 
 
 
 
 
 
 
 
 
FCFS 와 SJF 의 평균 대기 시간 
 

Process Burst Time 

P1 10 

P2 1 

P3 2 

P4 1 

P5 5 

http://www.itpe.co.kr/


2. CPU Scheduling 

 
 

FCFS 와 SJF 의 Turnaround  time  

분류 FCFS SJF 

실행 순서 P1 - > P2 - > P3 - > P4 - > P5  P2 - > P4 - > P3 - > P5 - > P1 

실행 순서에 따른 

칸트 Chart 

  P1       P2     P3      P4      P5 

  

0       10     11      13     14      19 

P2      P4     P3     P5      P1 

  

0       1       2      4      9       19 

평균 

 Turnaround 

Time 

P1=10, P2=11, P3=13, P4=14, P5=19 P1=19, P2=1, P3=4, P4=2, P5=9 

평균 

 Turnaround 

Time 

=(P1+P2+P3+P4+P5) /N 

=(10+11+13+14+19) / 5  

= 67/5  

= 13.4 

=(P1+P2+P3+P4+P5) /N 

=(19+1+4+2+9) / 5  

=3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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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선순위(Priority) 기반 CPU 스케줄링의 알고리즘 사례  

2. CPU Scheduling 

 
 

Burst Time: it means the amount of time a process uses the CPU for a single time 

버스트타임: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해야 되는 시간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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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CPU Scheduling 기법과 알고리즘 

  CPU Scheduling 기법 

 

 

 

 

구분 선점(Preemptive) 스케쥴링 비선점(Non-preemptive) 스케쥴링 

개념 - 한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중지 시키고 자신이 CPU 점유 

가능 

-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유용 

-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 받으면 

작업 종료 후 CPU 반환 시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CPU 점유불가 

특징 - 특수 하드웨어(Timer) 필요 

- 공유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 동기화 필요 

- 특수 하드웨어(Timer) 없음 

- 종료 시까지 계속 CPU 점유 

장점 - 비교적 빠른 응답 

- 대화식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 

- 응답시간 예상이 용이 

단점 -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들이 들어오는 

경우 오버헤드를 초래 

- 짧은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긴 

작업 종료 시까지 대기 

알고리즘 Round Robin, SRT, Multi-level Queue,  

Multi-level feedback Queue 

우선순위 스케쥴링, 기한부스 스케쥴링, 

FCFS, SJF, H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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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phore 

기출문제 

1. 세마포어(Semaphore)의 P 연산과 V 연산을 설명하시오. (관리 86회 1교시) 

2. 계수형 세마포어(Counting Semaphor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관리 99회 1교시) 

3. 세마포어(Semaphore)와 모니터(Monitor)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1교시) 

4. 운영체제의 크리티컬 섹션(Critical Section) 구현방법 2가지 

   (컴퓨터시스템응용 108회 1교시) 

   - 풀이 정정 필요(세마포어와 이벤트/카운터 시퀀스 방법으로 기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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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의 개요 

 가. 비동기 프로세스의 정의 

   - 멀티 프로세싱 환경하에서 하나의 자원을 다수의 프로세스가 비동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환경 

     으로, 병행성 기법이 필요함. 

 나. 비동기 병행 프로세스 관련 중요 키워드 

   1) 경쟁 조건(Race Condition):  

      2개 이상의 프로세스 공유 메모리에서 읽기/쓰기를 수행,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2) 임계영역(Critical Section): 위험 지역 

    -  각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프로그램 코드 부분 

    -  병렬컴퓨팅에서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공유 자원(자료 구조 또는 장치)을  

       접근하는 코드의 일부를 말한다. 임계 구역은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 종료된다. 때문에 어떤 스레드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가 임계 구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정된 시간만큼 대기해야 한다. 

 

   3) 상호배제(Mutual Exclusion):  

    - 한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다른 프로세스들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영기법 

   4) Starvation: 기아 - 기아문제, 오랫동안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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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마포어 

 가. 세마포어 (Semaphore) 의 정의 

   - 정수 변수로서, 초기화를 제외하고는 단지 두 개의 표준연산 P와 V로만 접근이 가능한 방식 

   - 한 순간에 하나의 작업에 의하여 접근되어야 하는 긴급 영역과 상호배제 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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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maphore 

 
 

   나. 세마포어를 이용한 상호배제 기법  

repeat 

    P(active) 

 

 

    V(active) 

until (false) 

repeat 

    P(active) 

 

 

    V(active) 

until (false) 

Critical section 

Process A Process B 

(※ 참고   p : proberen,  v: verhogen – 네덜란드어임 ) 

임계영역 

 - active가 1이면 Critical section을 실행중인 프로세스가 없음을 의미 

 - active가 0이면 Critical section을 실행중인 프로세스가 있음을 의미 

 

  다. Semaphore의 작동원리(주의: 책마다 다름, 초기 값) 

 - 일종의 정수형 변수인 Semaphore S에 하나의 대기큐 Qs를 할당하고 초기화 

■P연산 - Wait 
procedure P(S)           --> 최초 S값은 1임 
    while S=0 do wait  --> S가 0면 1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S := S-1           --> S를 0로 만들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함 
end P 
 
■ V연산 - Signal 
procedure V(S)   --> 현재상태는 S가 0임 
    S := S+1           --> S를 1로 원 위치시켜 해제하는 과정으로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 올 수 있음 
end V 

수행 

완료 

이렇게, 다른 프로세스
들이 대기하는 상태를 
바쁜대가(Busy waiting, 
Spin waiting)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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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maphore 

 
 

   마. Semaphore의 유형 

유     형    내    용 

Binary Semaphore 
• Semaphore 변수가 0과 1 두 종류의 값만 갖는 경우 

• 상호배제나 프로세스 동기화 목적으로 사용 

Counting 
Semaphore 

• Semaphore 변수가 0 이상의 모든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 

• 초기에 동시에 진입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정의 가능 

•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 해결 

라. 작동 원리 설명 

  - 최초 S 값은 1 

  - P(S)를 먼저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S를 0으로 해놓고, Critical Section 진입 

  - 나중에 도착하는 프로세스는 P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함 

  - 먼저 들어갔던 프로세스가 V(S)를 하면 P(S)에서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그때에 

    Critical Section에 들어갈 수 있음 

  - 상호배제 실현 

  - S의 초기값을 “N”으로 하면 최대 N개의 프로세스가 P(S)를 통과하게 됨 

    이것을 계수(Counting) Semaphore 라고 하며, 자원할당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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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vent Count/Sequence를 이용한 프로세스 동기화 

 가. Event Count/Sequence를 이용한 프로세스 동기화 개념 

    - 은행의 서비스 순서가 기재된 티켓과 같은 형태로 프로세스들간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형태 

 나. Semaphore와 Event Count/Sequence 비교 

구분 특징 및 설명 

Semaphore 

- 긴급 영역과 상호배제 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 무기한 연기의 문제점 

- Semaphore 큐에서 대기중의 프로세스들의 Wake up 순서는 결정 

  되지 않음 

Event 

Count/Sequence 

- Busy Waiting 문제 해결 

- FIFO 스케쥴링에 의해서 Block 된 순서대로 Wake up 됨 

- 무기한 연기의 문제점 해결 

Busy Waiting: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 Scheduling에 들어가면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려는 

다른 프로세가 루프를 돌며 대기하는 프로세가 많을 때를 말함. 

[참고] 스핀락(Spin-lock)과 이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스핀락은 바쁜 대기 

개념을 이용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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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의 리소스 풀 이용, 계수형 세마포어의 정의 

 -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진형 세마포어와는 달리, 풀에 있는 자원의 수와 같은 값으로 초기화 되는 동기화 기법(공유방법) 

 - 동일한 자원들이 있는 풀에서 자원을 할당할 때 특히 유용한 기법 

 

 

 

 

 

 

 

  1) 세마포어는 Pool에 있는 자원의 수와 같은 값으로 초기화 

  2) P 호출이 발생될 때마다 세마포어를 1씩 감소, Pool의 자원이 추가적으로 할당되어, 스레드에서 사용   

      되고 있음을 표시 

  3) V 호출은 세모포어를 1씩 증가시켜 스레드가 자원을 Pool로 돌려주고, 이 자원을 다른 스레드에 할당 

     할 수 있음을 표시 

  4) 세마포어가 0까지 줄어들었을 때 스레드가 P를 호출하면, 스레드는 V를 통해 자원을 Pool로 반납 

     할 때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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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ock(교착상태) 

기출문제 

1. Deadlock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관리 71회 1교시) 

 

2. 교착상태(Deadlock)의 필요조건과 교착상태 회피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anker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1회 3교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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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adlock(교착상태) 
 
 

I. 다중 프로세싱 환경하에서 무한자원대기, Deadlock의 개요. 

  가. 교착 상태(Deadlock)의 정의 

    -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무한  

      대기상태  

    - Multi Processing 환경에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특정 자원의 할당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 교착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들은 결코 실행을 끝낼 수 없으며, 시스템 자원이 묶여 있어서 다른 작업

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 함. 

  나. 교착상태와 무한대기의 비교    

구분 Deadlock (교착상태) Starvation (무한대기) 

정의 
다수의 프로세스가 아무 일도 못하고  

특정 사건을 기다리며 무한대기 

특정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 받기  

위하여 무한정 대기하는 상태 

발생원인 상호배제, 점유와 대기, 비선점, 환형대기 자원의 편중된 분배정책 

해결방안 예방, 회피, 발견, 회복 Aging 기법(프로세스 우선순위 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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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adlock 

 
 

II. 교착 상태의 개념도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자원 1 

자원 2 

자원1이 프로세스 A에 할당됨 

프로세스 A는 자원 2를 요구함 자원2가 프로세스 B에 할당됨 

프로세스 B는 자원 1을 요구함 

자원 1를 점유 
자원 2을 얻기 원함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자원 요청 

- 자원사용이 끝날 때까지 process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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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adlock 

 
 

III. 교착 상태의 발생 원인 
 교착 상태는 한 시스템에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될 때 발생(한가지라도 만족 않하면 발생안함)      

원인 및 상태 상 세 내 용 

상호배제 
(Mutual Exclusion)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함 

점유와 대기 
(Block & wait)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할당 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요구 

비선점(Non preemption)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 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며,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신만이 해제 가능 

환형대기(Circular wait) 프로세스간 자원요구가 하나의 원형을 구성 

IV. 교착 상태의 해결방안 – 예방, 회피 ,발견,복구 
   가. 교착상태의 예방 ( Prevention ) 

구    분 설    명 단점 

상호배제 조건의 부정 
공유할 수 없는 자원을 사용할 때 
성립 

 

점유와 대기조건의  

부정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는 , 
다른 자원들을 점유하지 않을 것을 
보장함 

 자원낭비 및 비용증가 

 자원공유 불가능 

 Starvation 발생가능 

비선점 조건의 부정 
어떤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더 
이상 자원할당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점유자원을 반납 

 비용증가 

 Starvation 발생가능 

 일부 자원은 안전하게 선점 
불가 

환형대기 조건의 부정 
모든 프로세스에게 각 자원의 
유형별로 할당순서를 부여하는 방법 

 새로운 자원 추가 시 재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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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피 ( Avoidance) 

   - 사용자가 자원이 어떻게 요청될 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함 

   - 자원할당 그래프를 바탕으로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자원을 할당하며 그 외 요구는 만족될 때 까지 계속 거절 함 

알고리즘 설명 

자원할당 그래프  
알고리즘 

종류별 자원이 한 개인 경우 자원 종류마다 한 개의 자원 요청가능 
자원할당 그래프+예약간선(claim edge) 
프로세스가 자원 요청하면 예약간선은 요청간선으로 전환 
이 요청간선을 할당간선으로 변환해도 cycle이 없을 때만 할당 

Banker’s 알고리즘 

종류별 자원이 여러 개인 경우 
프로세스의 최대자원 요구량,현재 할당된 자원의 수 등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자
원 할당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후 할당 
자료구조 
- available: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 
- Max: 각 프로세스의 최대 요구 
- Need: 프로세스를 마치기 남은 요구 
- Allocation: 각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의 수 

자원 할당 그래프(resource 
allocation graph) 
: 프로세스와 자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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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회피 용어 2가지, 안정 상태와 불안전 상태 

안전 상태 : 교착상태 아님 

교착 상태 : 불안정 상태  

 

모든 불안정 상태 ≠ 교착상태 

불안정 상태 - 교착상태가 되기 쉬움 

상태 안정 - 불안정 상태와 교착상태 회피 불안정 상태

에서 운영 체제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가 일어나는 방

향으로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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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adlock 

 
 

  다. 교착상태의 발견( Detection ) 

   -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교착상태를 검사하는 알고리즘 

특정경우 
발생 

알고리즘의 
구동 

교착상태의 
발견 

교착상태의 
회복 

예 )CPU사용률이 50% 이하로 떨어 졌을 경우 
     1시간에 한번 

예 ) Wait For Graph(대기 그래프) , Cycle Detection 
      Knot Detection 

어떤 자원이 교착상태를 일으켰는지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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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adlock 

 
 

  라. 교착상태의 회복( Recovery ) 

   - 교착상태를 처리하는 절차 

     1) 운영자에게 알려 수동으로 처리하는 방법 

     2) 교착상태를 제거 (한 개 이상의 프로세스  Abort ,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들로부터 자원을 선점) 

 

 V. Deadlock 해결을 위한 전체 시스템 설계 

   가. 내부 시스템 자원을 순서화 

       - PCB, 버퍼, Semaphore등의 자원 순서화 

   나. 사용자 작업에 대한 주기억장치 선점 

        - 선점은 Paging, Segmentation, Swapping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 

       - 선점이 불가능하면 주기억 장치를 작업자원의 부류에 포함시킴 

   다. 작업이나 작업단계의 자원필요량 산정 

   라. 교체 가능 공간 사전 할당 

        - 요구된 기억장치를 사전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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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Wait-die, Wound-wait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시응, 7월 모의고사)  

5. Wait-die와 Wound-wait  

두 방법 모두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랜잭션이 낮은 우선순위의 트랜잭션을 abort 시킴  
중지된 트랜잭션은 기존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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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타임스탬프기법을 이용한 Deadlock 회피기법인 Wait-die와 Wound-wait기법(예방 방법임) 

가. Wait-die 기법의 정의 

 -  먼저 시작된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 요청 시, 나중에 시작된 프로세스가 복귀(rollback)되거나 종료

(die) 

 

 

 

 

 

 

  - 상황 1 - 고참 프로세스(Older Process)가 신참 프로세스(Younger Process)가 점유한 자원을 요청 시,   

    고참 프로세스가 기다림(wait) 

  - 상황 2 - 신참 프로세스(Younger Process)가 고참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을 요청 시, 신참 프로세스는  

   철회(die)  

  
T는 timestamp 이고, 숫자가 크면, Younger Proces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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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ound-Wait기법의 정의 - Wound-Wait Algorithm 

 - 먼저 시작된 프로세스가 나중에 시작된 프로세스의 자원을 선점(preempt) 가능  

   (나중에 시작된 프로세스를 killing 또는 wounding) 

 

 

 

 

 

  - 상황 1 - 고참 프로세스(Older Process)가 신참 프로세스(Younger Process)가 점유한 자원을 요청 시,  

   신참 프로세스를 wound(->상처[부상]를 입히다 ) 하여 자원 선점(preempted) 

  - 상황 2 - 신참 프로세스(Younger Process)가 고참 프로세스(Older Process)가 점유한 자원을 요청 시,  

    신참 프로세스는 기다림(Wait)  

  - Wound-wait는 Ti < Tj < Tk인 경우 

   Ti가 Tj에게 자원 요청시(우선순위가 높은 Transaction이 자원 요청) Tj를 Abort 시키고 Ti가 자원을  

   점유하며, Tk가 Tj에게 자원 요청시(우선순위가 낮은 Transaction이 자원 요청) Tk는 Wait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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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기출문제 

1. N/A 메모리 관리기법 중 지역성(Locality)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시간지역성(Temporal Locality)과 

공간지역성(Spatial Locality)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101회 1교시) 

http://www.itpe.co.kr/


65 

6 

 I. Cache Hit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Locality의 개요 

   지역성(Locality) 정의 

    - 프로세스는 국지적인 (Local) 부분을 집중 참조한다는 개념 

    - 적은 용량의 고속 메모리에서 데이터 적중율 (Hit Rate)을 높이기 위한 원리 

    - CPU가  어느 순간에 정보를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특성 

II. Locality의 종류 

 
구    분 내        용 사   례 

시간적 지역성 
• Temporal locality 

• 최근 사용된 데이터의 재 이용율이 높음 
Loop, Stack, 
Sub Program 

공간적 지역성 
• Spatial locality 

• 최근 사용된 데이터의 인접 데이터의 사용율이 높음 

Array,  

순차코드 

순차적 지역성 

• Sequential locality 

• 따로 분기(branch)가 없는 한 데이터가 기억장치에 저장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인출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 

순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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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ocality원리의 활용 사례 

   가. Cache Memory 

        1) 재배치 알고리즘 구현에 이용 

           - LRU (Least Recently Used) :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Block을 교체  시간적 지역성 

        2) Fetch 알고리즘 구현에 이용 

           - Pre Fetch: 필요한 정보와 예상 정보를 미리 인출하여 배치  공간적 지역성 

   나. Virtual Memory 

     1) Thrashing 해결 

        - Working Set 기법: 지역성 원리를 이용한 Working Set로 인한 페이지 교환을 최소화 

        - 페이지부재 (Page fault)로 인한 페이지 교환을 최소화 

     2) 페이지 교체 (Replacement) 알고리즘 구현 

   다.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Forward cache server 등 지역성 원리를 이용하여 컨텐츠의 신속한 전송 

 

6.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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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상 메모리 페이징  기법 지역성(구역성) 활용 

 
구역성 활용 기능 상세 내용 

Working Set  
Policy 

미리 주기억장치 
상주 

- 프로세스가 Active하게 참조하는 page집합(Working Set)을  

  주기억 장치에 미리 셋팅 

- Working Set 크기 결정이 중요 / 어려움. 

PFF Policy 
사전Page부재율 

결정 

- Page 부재율(Page Fault Frequency) 상/하한선을 결정하여  

  페이지 부재율이 상한일 경우 프로세스에 프레임을 더  

  할당하고 하한일 경우에는 프로세스로부터 프레임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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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ashing 

기출문제 

1. 대형 컴퓨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전산실에서 스래싱(Thrashing)이 자주 발생해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스래싱(Thrashing)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Working-Set Model"과 "페이지 부재 

빈도(Page-Fault Frequency) 전략"을 설명하시오. 

    (관리 86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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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페이지 교체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현상, Thrashing 의 개요 

  가. Thrashing의 정의 

   - 멀티프로세싱,멀티프로그래밍의 역기능으로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 프로세스가  

     실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현상 

  나. Thrashing의 원인 

   - 부적절한 페이지 교체정책 : locality를 고려하지 않음  

   - 과도한 멀티 프로세싱 : 수용 가능한  페이지 교체 수 초과 및 수용 가능한 프로세스 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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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rashing의 개념도 및 해결방안 

  가. Thrashing의 개념도 

  

7. Thrashing 

 
 

처음에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CPU 이용률이 향상되지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어느 임계치보다 커지면 스래싱 발생 

다중 프로그램 정도 

주기억장치 사이즈에 비하여, 멀티 프로세싱 
정책에 따라 각 프로세스 마다 필요한 페이지를 
요구하게 되고, 프로세스를 교환할 때마다 페이지 
부재처리가 발생 

 
주기억장치가 부족할 때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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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rashing 

 
 

II. Thrashing의 개념도 및 해결방안     

 나. Thrashing의 해결방안 

    - 우선순위 교환 알고리즘 : 프로세스간 우선순위의 교환 

    - 작업 집합(Working-Set) 모델 : 프레임의 집합으로 가장 최근 참조했던 페이지 집합 (locality) 

      Working-Set: 특정 시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Locality가 포함되는 페이지들의 집합 

 

   예) 작업 세트(Working Set) 구성 예 

t1 t2 

5       6       1      5      7       7       7       5 

t1 시간대에 작업 된 페이지 목록 

WS(t1) = {1,5,6,7}, 

WS(t2) = {4} 

 

이미 t1의 6, 7은 Locality로 인해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으므로 

T1 ~ t2 시간대에서는 페이지를 작업세트에서 사용함 

6   7   4   4 

t1 과 t2 사이 시간대에 작업 된 페
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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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rashing 

 
 

II. Thrashing의 개념도 및 해결방안     

 나. Thrashing의 해결방안(계속) 

    - PFF(Page Fault Frequency) : 페이지 부재 발생 시에 Frame 수(적재집함)를 조정하는 방법 

           페이지 부재율 예측 : 상한을 넘으면 프레임을 더 할당, 하한보다 낮아지면 프레임 일부 회수 

 

 

 

 

 

 

 

 

    - 페이지 부재율이 상한 값을 넘은 경우, 페이지 프레임을 더 배정하고, 

      페이지 부재율이 하한 값보다 낮으면, 페이지 프레임을 회수해도 됨.  

    - 다중 프로그래밍 수 제한,    - 프로그래밍 기법 :적절한 자료구조  

III. Thrashing 관련 전망 

 - 대규모 프로그램의 증가로 활용성 증대 

 - 멀티프로세싱 환경 증가-> 발생가능성 증가-> 다양한 해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상한선 

하한선 

http://www.itpe.co.kr/


73 

8. 상호배제  

  N/A 운영체제(OS)에서의 상호배제(Mutual Exclusion)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하드웨어적 해결방안 및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1교시) 

상호배제 

I. Critical Section을 동시에 수행되지  못하는 원리, 상호배제의 개요 

  가. 상호배제 (Mutual exclusion, Mutex, 뮤텍스) 정의 

    - 시스템의 어떠한 자원을 한 시점에서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호배제 

      라 함 

   - 상호 배제(mutual exclusion, Mutex, 뮤텍스)는 동시 프로그래밍에서 공유 불가능한 자원의  

     동시 사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임계 구역(critical section)으로 불리는 코드  

     영역에 의해 구현. 

  나. 임계구역(Critical Section) 

    - Critical Section :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부분 

    -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 Critical Section을 동시에 수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배제임 

 

상호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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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호배제의 예 및 상호 배제의 조건 

  가. 상호배제의 예 

프로세스1 프로세스2 

프린터 

프로세스2 
프로세스1,프로세스2, 
프로세스3 이 동시에 
출력 요구 

프로세스2 -> 프로세스1->프로세스3 

순으로 상호배제하여 출력 

나. 상호배제를 위한 4가지 조건 

구분 설명 

상호배제 조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임계 영역에 있어서는 안됨 

진행 조건  임계 구역 밖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임계구역 진입을 막아서는  안됨 

한계 대기 조건  어떤 프로세스도 임계구역 진입이 무한정 연기되어서는 안됨  

동일 속도  프로세스들의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음  

8. 상호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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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호배제 구현 방법   /* 소프트웨어적 해결방안 */ 

  가. 데커 알고리즘 (Dekker’s Algorithm)  

    - 2개 프로세스를 위한 상호 배제의 최초의 정확한 소프트웨어 해결법  

      한 프로세스는 두 번 연속해서 임계 구역에 진입할 수 있으나, 세 번째는 다른 프로세스가 진입  

  나. 피터슨 알고리즘 (Peterson s Algorithm)  

    - 1단계 및 2단계 프리미티브를 결합한 모든 요구 조건 만족의 해결법 

  다. Semaphore 

    -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여 수행되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서 활동(activity)를  

      조정(coordination)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기화를 위한 기본 조작으로 다익스트라(E.J.Dijkstra)가 

      제안함 

  라. Event Count Sequence 

    - 은행의 서비스 순서가 기재된 순번표와 같은 형태로 동기화, 상호배제 

 

8. 상호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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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vent Count/Sequencer   

  가. 개념 

    - 은행처럼 순차적인 번호를 프로세스에 발급하여 병행 제어 

    - 은행의 서비스 순서가 기재된 Ticket과 같은 형태로 프로세스 들 간의 동기화 수행 

  나. Event Count/Sequencer  개념도 

   

  다. Event Count/Sequencer  동작 

    - 프로세스가 순번을 증가 시킨 번호표를 발급 받음 

    - 운영체제가 실행 허가하는 순번이 될 때까지 대기 

    - 운영체제가 이전 프로세스에 의해 자원이 해제되면 다음 순번 호출 

8. 상호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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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vent count/Sequence와 Semaphore 비교 및 프로세스 동기화 기법 필요 

      가. Event count/Sequence와 Semaphore 비교  

 

구분 특 징 

Semaphore 

• Busy waiting 문제를 해결 

• 진행불가시 즉시 Block 

• 대기중 프로세스의 Wake up 순서는 미결정 

• 무기한 연기(Starvation) 문제 발생가능 

Event count/ 

Sequence 

• Busy waiting 문제를 해결 

• FIFO Scheduling을 통해 Block된 순서대로 wake up 

• 무기한 연기(Starvation) 문제를 해결  

8. 상호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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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상호배제의 구현 방법 -  하드웨어적 해결방안 

해결 방안 설 명 

인터럽트 사용금지 

(Interrupt Disable) 

- 공유 변수가 변경되는 동안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하지 않음 

- 단일 프로세서에서 가능하고 멀티 프로세서에는 적용할 수 없음 

Compare & 

Swap  

- 테스트 하려는 값과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비교 

- 동일하면, 메모리 값은 새로운 값으로 변경 

- 동일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 

- 비교해서, Swap하는 로직임. 

-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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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스캔(SCAN), 룩(LOOK) 알고리즘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음에 주어진 ‘디스크 대기 큐’ 내의 순서를 활용하여 스캔 알고리즘의 디스크 헤드 움직임을 설명 

   하시오. 

  (단, 현재 헤드 위치는 트랙 50에 있으며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디스크 대기 큐 : (트랙 번호) 85, 179, 31, 128, 10, 121, 55, 66 

  (정보관리, 99회 2교시)  

 

2. 디스크 스케쥴링 알고리즘 중 최소 탐색 우선 스케쥴링(Shortest Seek-Time First Schedul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엘리베이터 알고리즘(Elevator Algorithm)과  

  에션바흐 기법(Eshenbach Scheme)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8회, 컴시응) 

디스크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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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동작 과정 이해를 위한 기본 

 가.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결정 요소 

   - 주기억장치에 부재중인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불러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 CPU나 메모리, N/W 분야의 속도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발전 속도가 시스템 성능 향상의 

     제약 요소로 작용(기계적 구성 요소의 한계) 

 

 나.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목표 

  - 암 이동의 최소화 : 기계적 성질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arm: 이동 헤드 디스크 장치에서 헤드를 움직이 

    는 부품. 

  - 처리 능력의 극대화(throughput) :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서비스의 양을 최대화 

  - 평균응답시간의 단축(mean response time) : 디스크 작업 요청부터 결과 반환까지 소요시간 최소화 

  - 응답시간 편차의 최소화 : 디스크 큐 대기시간, 탐색시간, 회전지연시간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시간 

     편차를 최소화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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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시간(Seek Time) : 디스크 상의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 헤드를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랙이나 실린더에 위치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 회전지연시간(Latency Time) : 해당 트랙에서 디스크 원판이 회전하여 원하는 섹터가 헤드의 바로 

  아래에 위치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 전송시간(Transfer Time) : 디스크와 주기억장치간에 실제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지며 탐색시간 최적화가 스케줄링의 결정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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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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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미지] 실린더(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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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CAN과 LOOK 알고리즘의 중심의 동작 과정 

가.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동작 과정에 따른 유형 

- FCFS(First Come First Served) :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는 디스크 큐 도착 순서대로 처리 

  작업의 공평성 유지와 알고리즘의 단순화는 장점이나 헤드 위치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과다 시간 소요 

 

- SSTF(Shortest Seek Time First) : 현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에 해당하는 요청 우선 처리 

  전체 탐색길이 단축 효과는 있으나 특정 요청에 대한 기아상태 발생 가능성이 상존 

 

- SCAN과 LOOK : SSTF의 기아상태 발생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향성을 추가한 개선 알고리즘 

  스캔방식: 한쪽끝, LOOK 방식: 없으면, 방향바뀌는 방식 

- C-SCAN(Circular SCAN, 순환 스캔) 정책: 스캔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제한한다. 

  따라서, 그 방향의 마지막 트랙을 만나면, 암은 디스크의 반대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스캔한다. 

 

- N-Step SCAN 정책: 디스크 요청 큐를 길이가 N인 하위 큐들로 분할한다. 하위 큐들은 SCAN을 이용해서 

  한번에 하나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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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STF 기아발생 단점 해결 위한 SCAN과 LOOK 알고리즘의 비교 

  
구분 SCAN LOOK 

공통점 

-SSTF 스케줄링의 경우 현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의 요청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의 경우 기아 상태가 발생 가능 
-기아 상태 방지를 위해 현재 헤드 위치 중심의 탐색 기준에 방향성을 추가하여 멀리 떨어진  
 요청도 한 사이클 내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단점 보완 필요 

개념 
-SSTF와 동일 기준에서 진행 중인 방향에 
대한 처리를 우선하고, 한쪽 끝에 도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 

-SSTF와 동일 기준에서 진행 중인 방향쪽으로 더 
이상의 요청이 있는지 현재 디스크 대기 큐를 검사
하여, 진행 방향으로 더 이상의 요청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른 한쪽으로 움직이는 
알고리즘 

특징 
-진행 방향의 끝까지 이동 
-한 방향으로 가장 짧은 거리 

-진행 방향의 끝까지 이동하지 않을 수 있음 
-SCAN 단점을 보완하여 진행 방향으로 대상  
 부재시 방향 전환 

단점 

-진행 방향에 추가 요청이 없어도 끝까지 
진행하는 낭비 요인 발생 
-디스크 작업에 있어 요청 밀도가 높은 부
분을 처리시 요청 트랙에 대한 대기 시간이 
불균등해지는 문제 발생 

-헤드 진행 방향으로 요청 발생시에는 빠른 서비스 
가능하나, 헤드가 지나가 버린 쪽의 요청은 다시 되
돌아 올 때 서비스 받게 됨 
-눈이 내릴 때 눈을 치우자마자 뒤에 눈이 쌓이는 
현상과 유사 

보완 
알고리즘 

-C-SCAN(Circular-Scan) -C-LOOK(Circular-Look) 

-헤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할 때만  
 요청 서비스 처리 
-대기 시간의 균등화 및 응답시간 편차  
  감소 

-헤드 진행방향으로 더 이상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원래 시작 방향으로 되돌아가 그 때 처음 나타나는 
요청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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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어진 상황에서의 SCAN 알고리즘 통한 디스크 헤드 움직임 

 가. 동일 상황에서의 SCAN과 LOOK 알고리즘의 헤드 움직임 

  구분 예제 풀이 

예제상황 
-디스크 대기 큐 : 85, 179, 31, 128, 10, 121, 55, 66 
-헤드의 현재 이동 방향 : 트랙 0번 방향 
-헤드의 현재 위치 : 50 

헤드 
움직임 

및 
성능평가 
(SCAN) 

  

 
 
 
 
 

이동 거리 : SCAN 알고리

즘의 목표 트랙 8개 평균 

이동거리는 28.6으로 

LOOK 26.1에 비해 디스크 

헤드의 평균 이동 거리가 

더 길어서 성능이 상대적

으로 느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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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어진 상황에서의 SCAN 알고리즘 통한 디스크 헤드 움직임 

 가. 동일 상황에서의 SCAN과 LOOK 알고리즘의 헤드 움직임 

 

 

 

 

 

 

 

 

 

 

 

 

 

 

- 일반적으로 LOOK 알고리즘이 SCAN 보다 평균탐색 길이가 작아 성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구분 예제 풀이 

예제상황 
-디스크 대기 큐 : 85, 179, 31, 128, 10, 121, 55, 66 
-헤드의 현재 이동 방향 : 트랙 0번 방향 
-헤드의 현재 위치 : 50 

헤드 
움직임 

및 
성능평가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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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디스크 시스템 성능 제고를 위한 방안 

 가. 하드웨어 기반의 기법 

  - 디스크의 저장 밀도를 높임 / 디스크 팩의 회전 속도 증가 / 고정 헤드 디스크의 사용 

 나. 운영체제 기반의 기법 

  - 같은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 여러 곳에 중복 배치 / 순차 데이터를 디스크 트랙에 섹터 별로 배치 

    필요 시 디스크 데이터들의 재구성 

 다. 응용 시스템 기반의 기법 

  - 인덱스 사용 / 데이터 압축 기법 사용 / 보조 기억장치 해싱 기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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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Process 스케줄링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가. Process 상태 전이 

 나. Process 스케줄러의 유형(장기, 중기, 단기 스케줄러) 

 다. RM(Rate-Monotonic)과 EDF(Earliest-Deadline-First)  

     (정보관리, 6월 모의고사)  

 

2.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각 상태와 상태간의 변환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9회 2교시) 

 

3. 다음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가. (a), (b), (c), (d)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나. (b), (c)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4교시) 

10. Proces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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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4. 아래 알고리즘의 의미와 Context_Switch( ) 내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void Scheduler(void) 

 { 

   t1_pri = current task (RUNNING state)'s priority; 

    t2_pri =  highest priority in the Ready list; 

  if (t1_pri < t2_pri) 

    call Context_Switch(); 

  else 

          ; /*do nothing */ 

 

(참고사항: CPU, Memory, Task-1, Task-2,… Task-n, Stack, TCB, Priority, Status, Stack Base Address, 
CPU Register) 

(컴시응, 105회 3교시) 

10. Proces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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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행 프로그램의 단위 프로세스의 개요 

 가. 프로세스의 정의 

  -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그램 단위로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 가능한 PCB를 가진 프로그램 

  - 컴퓨터 내의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프로시저, 프로그램을 통칭 

 

 나. 문맥교환 (Context Switch) 

문맥 교환(Context Switch)이란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

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프로세스의 상태(문맥)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상태를 적재하는 작업 

 

 다. 프로세스의 특징 

특 징 내 용 

PCB 
(Process Control Block) 

- 프로세스의 정보는 PCB에 저장됨 

Dispatcher - 준비->실행으로의 프로세스 상태 변이 시켜주는 기능(처리기) 

문맥교환(Context Switching) 
- 프로세스 준비상태에서 실행상태로 변환 
- 프로세스 실행상태에서 준비/대기/종료 상태로 변환 

순차적 수행 하나의 프로세스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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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Context Switching을 위한, Process 상태, 상태전이, Process 스케줄러,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관계. 

 - 사용자가 느끼기에 컴퓨터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의 CPU(코어가 하나 

   라고 가정)는 한번에 하나의 Process밖에 처리하지 못함 

 - 여러 개의 Process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짧은 시간 동안만 경쟁적으로 CPU를 차지하며, 이 과 

   정의 빠른 반복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마치 여러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됨 

 - Process의 상태는 CPU의 차지, 메모리 할당, I/O 작업 등의 리소스 상황에 따라 여러 상태로 구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Process는 상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상태의 변화는  

   Process 스케줄러에 의해 수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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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cess 상태 전이와 Process 스케줄러의 유형(준실대)  

1. 사용자 수행중 – 프로세스가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중 

사용자  
수행중 

2. 커널 모드 수행중 –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에서 수행중 

실행상태 

잠듬 
(Sleep) 

4. 수면 상태 – 프로세스가  
수면 상태에 있으나, 주기억 장치 내에 
존재함 

준비 
(Ready) 

3. 준비 상태 – 프로세스가  
커널이 스케쥴링만 하면, 바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블록/대기 
(Blocked/ 
Waiting) 

수행 대기, 매모리 내(주기억장치내 있음)  

중단(Preempt –  
다른 프로세스와 
문맥교환, 사건대기 

깨어남(Wakeup) 
프로세스  

생성 
(시작상태) 

Fork – 프로세스 새로 생성 

- 전이 상태 
- 수행대기 상태도 아니고 
- 수면 상태도 아닌 
-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상태 

사용자로 복귀 

인터럽트,  
인터럽트로부터 복귀 

시스템  
호출 인터럽트 

디스패치★ 

시간만료 ★ 

종료 
방출  

(Release) 

[그림] 5상태 모델(Five-State Model) 

사건발생: 준비상태로 전이 
 

프로세스가 주기억장치에 
있고, 사건을 기다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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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cess 상태 5가지 설명 

5가지 상태 설명 

생성(New, 시작) 
지금 막 생성되었지만,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지 않고, 운영체제에 의해 
수행가능한 프로세스 풀로의 진입이 아직 허용되지 않은 프로세스 

준비(Ready) 기회가 주어지면 수행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세스 

수행(Running) 현재 수행중인 프로세스 

블록/대기 
(Blocked/Waiting) 

입출력 연산 완료 등과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수행될 수 없는 
프로세스를 말함 

종료(Exit) 프로세스 풀에서 방출되는 프로세스. 수행이 중지 혹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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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cess 상태 전이 

상태 전이 Process 상태의 변화 과정 

Dispatch 
(디스패치) 

Process 생성 상태에서 프로세서만 할당 받으면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 
(준비 -> 실행) 

Timeout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케줄러에 의해 PCB 저장, 프로세서 반납 후 다시 준비 
상태로 빠짐 

Block 
I/O 등의 자원 요청 후 즉시 할당 받을 수 없어 할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전이 

Wake up 
(조건만족) 

필요한 자원이 할당되면 이 프로세스는 다시 준비 상태로 전이 
(슬립 -> 준비) 

Swap-out  
(suspend) 

프로세스 생성 후 메모리 부족, 또는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가 기억장치를 잃은 경우 
커널에 의하여 메모리를 회수 당하고 중단 상태인 디스크로 Swap-out 됨 

Swap-in  
(resume) 

기억장치가 다시 할당되는 경우, 지연 준비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전이 
디스크에서 다시 활동 상태인 메모리 영역으로 Swap-in 됨 

Suspend/  
Resume 

지연대기상태(suspended asleep)도 지연준비상태(suspended ready)처럼 
suspend/ 
resume 되며 I/O 작업 요청이 완료되면 Wake up에 의하여 지연준비상태 
(suspended ready)로 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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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rocess 스케줄러의 유형  

장기 스케줄러 
Job Scheduler 

- 스케줄링 위치: 디스크의 스케줄링 큐 
- 프로세스 생성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준비 상태에 어떤 요청을 추가할지 결정 
- 메인 메모리 사용 공간 확인과 자원 확인 

(ready로 갈지 suspended ready로 갈지 여기서 결정) 
- 대략 분 단위 실행 (새로운 작업 발생 시) 

중기 스케줄러 
Process Scheduler 

- 스케줄링 위치: 디스크(중단 상태) <-> 메인 메모리(활동 상태) 
-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를 부분적 적재(loading) 
- 일시 중지 프로세스 -> 준비 상태 변경 (활동 상태 <-> 중단 상태를 오감) 

단기 스케줄러 
Process Scheduler 

- 스케줄링 위치: 메인 메모리 <-> 프로세서 
- CPU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실행할 프로세스 선택, 준비<->실행<->대기 

(문맥교환이 일어나는 부분) 
- 프로세스 선택 시 실행 (100만분의 수 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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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cess 문맥교환(Context Switch( ) 문제 풀이 

void Scheduler(void) 

{ 

  t1_pri = current task (RUNNING state)'s priority; 

  t2_pri =  highest priority in the Ready list; 

 if (t1_pri < t2_pri) 

  call Context_Switch(); 

 else 

          ; /*do nothing */ 

 

(참고사항: CPU, Memory, Task-1, Task-2,… Task-n, Stack, TCB, Priority, Status, Stack Base Address, CPU 

Register) 

TCB: task control block 태스크 제어 블록, PCB와 혼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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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Context_Switch( ) 문맥교환 수행 

Step2. ‘구’ 프로세스의 문맥을 저장한다. 

 

 

 

 

 

 

 

 

 

Step3. 이전 프로세스 수행 

 

 

 

 

 

 

 

 

 

 

 

 

If(Save_conext(t1_pri의 TCB))  /* t1 상태정보 저장: Save Status – PID, 메모리 주소 저장   */  
{ 
    t1_pr의 TCB <= t1_pri.Stack Base Address 저장; PCB를 지칭 
    t1_pr의 TCB <= t1_pri_ Status 정보 저장 
    t1_pr의 TCB <= t1_pri CPU Register 저장  
 … 
} 
     
/* 실행시킬 t2 프로세스 선택,  수행(Running) */ 
 
 read t2_pri.PID   /* Process Identification 읽기 */ 
 read 프로세스 제어 블록을 통해 명령어 수행(t2_pri의 TCB) 
   

resume_conext(t1_pri) 
{ 
   /* 다시 t1_pri 의 문맥 교환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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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cess 문맥교환 개념도 – (주의) 문제:  CPU 내 레지스터(Register)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Task2가 Ready 되어서 

실핼될 순서가 되면, SP가 

가리키고 있는 TCB 정보 

(Context)가 다시 

CPU 레지스터에 복사되어 

Context Switching이 완성되어, 

CPU가 사용한다. 

TCB는 각 Task의  

Priority와 SP  

(Stack Pointer)를 

가지고 있음  

SP: Stack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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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PCB(Process Control Block) 구성정보 

  (컴퓨터시스템응용, 99회 1교시)  

 

  - 지금까지 최근 문제들은 대부분 TCB로 나온 것이 많음. 용어 같이 숙지하세요~ 

11. PCB(Process Control Block) 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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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CB(Process Control Block)의 개요 

- 운영체제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자료구조 

- 프로세스는 OS 내에서 프로세스 제어 블록(PCB)으로 표현 됨 

- PCB는 프로세스 생성 시 만들어지고, 메인 메모리에 유지되며, OS에서 한 프로세스의 전체를 정의함 

- 프로세스 제어블록(PCB)의 정보는 문맥교환에 이용되며, 인터럽트 처리, 자원 할당, 스케줄링 등을 )    

  수행하는 OS의 모든 모듈이 읽고 수정할 수 있음 

   

[그림] PCB의 저장 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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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CB(Process Control Block) 구성 정보 

구성 정보 구성 정보의 내용 및 역할 

PID(프로세스 식별자) 각 프로세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숫자, 색인항목) 

프로세스 상태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중단 등의 프로세스 상태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다음 명령의 주소 표시 

레지스터 저장 영역 

누산기, 인덱스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조건 코드 등에 관한 정보 

컴퓨터 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 

인터럽트가 발생 시 프로그램 카운터와 함께 저장, 다시 실행 시 원상 복귀 

(즉, 재개를 위한 기다리는 경우) 

프로세서 스케줄링 정보 우선순위, 스케줄링 큐 포인터, 스케줄 매개변수 

계정 정보(사용 계정) 
프로세서 사용시간, 실제 사용시간, 사용 상한시간, 계정 정보,  

작업이나 프로세스 번호 등 

입출력 상태 정보 입출력 요구 프로세스에 할당된 입출력 장치, 개방된 파일 목록 

메모리 관리 정보 
메모리 영역 정의에 필요한 상한/하한 레지스터(경계 레지스터) 또는 

페이지 테이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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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CB를 이용한 프로세스 교체, 문맥교환(Context Switching)의 절차 

- 문맥교환 :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PCB에 저장, 다른 프로세스 정보를 복구하는 작업 

 

 

 

 

 

 

 

 

 

 

- 과도한 문맥교환은 오버헤드를 초래. 적정 수준의 멀티 프로그래밍 및 Thread 사용을 통한 오버헤드의  

  감소가 가능함 

 

  

Context switching: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세스를 교환하는 것. 실행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카운

터,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등의 내용을 넣어두고, 거기까지 실행해 간 프로세스 등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여, 다음 실행을 시작하는 프로세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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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Secure OS 

(조직응용, 95회 1교시) 

 

2. Secure OS를 보안 커널(Security Kernel)과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Secure OS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하시오.  

 (조직응용, 81회 4교시) 

12. Secur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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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스템 보호를 위한 능동형 정보보호기술 Secure OS의 개요 

 가. Secure OS(Operating System)의 정의 

  -  컴퓨터 운영체제 상에 내재된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운영체제 

  -  보안계층을 파일 시스템과 디바이스,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권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로 낮춘 차세대 보안 솔루션 

  -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재사용 방지, 침입 탐지 등의  

      보안 기능 요소를 갖추어진 운영체제 

 나. Secure OS의 목적 

  구분 설명 

안정성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신뢰성 중요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통한 신뢰성 확보 

보안성 

주요 핵심 서버에 대한 침입차단 및 통합 보안 관리 

안전한 운영체제 기반 서버보안 보호대책 마련 

버퍼오버 플로우, 인터넷 웜 등 다양해지는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서버 운영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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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Secure OS의 개발공정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Secure OS의 개발공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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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ecure OS의 개발공정  

공정 설명 

보안 정책 

Security Policy 

-조직에서 정의한 최상위 보안 요구사항의 모음 

-TCSEC : 임의적 접근 통제(DAC)과 강제적 접근통제(MAC) 정책 

-ISO : 신원기반(Identity based AC)과 규칙기반(Rule based AC) 정책 

-최근 : 개시자 접근 통제 (ORCON : Originator Control) 등장 

보안 모델 

Security Model 

-보안 정책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정형화된 보안 규칙 

- HRU, BLP, BIBA, Lattice, Take-Grant 모델 등 

보안 메커니즘 

Security Mechanism 

-보안 정책 및 보안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론 

- ACL(Access Control List), CL(Capability List), SL(Security Label),  

  II(Integrated Information), Protection Bits 등 

최소 권한 유지 프로세스에 부여된 최소한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통제 

http://www.itpe.co.kr/


109 

 III. Secure OS를 제작하는 방법 

제작 방식 설명 특징 

OS 커널의 직접  

수정 

OS의 제조사나 OS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제조자가 OS커널을 수정하여 

배포 

OS패치 시 보안기능강화 

Trusted OS 

LKM (Loadable  

Kernel Mode)  

OS라이센스를 가진 보안업체가 

커널에 보안기능을 추가 동작 

- OS 이외 네트웍 보안 솔루션과 

결합 용이 

- OS와 secureOS 접근권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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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UNIX 

미국 벨(Bell) 연구소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의  
운영 체제(OS). 유닉스는 1969년에 그 원형이 완성 
되었지만 1973년에 프로그램 대부분이 C 언어로 수정 
되었다. 이 때문에 이식성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다중 사용자/다중 태스크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의 운영 체제. 

1. Inode 

2. 시스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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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에서 적용되고 있는 파일 접근제어(Access Control)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4회 1교시) 

파일 접근 제어 

UNIX 파일 접근제어(Access control)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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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IX 파일 시스템의 개요 

  - UNIX 파일시스템은 트리로 구성되어 루트디렉토리(/)로 부터 각 하위 노드에 dev, home, bin, usr 등  

   시스템에 필요한 디렉토리와 일련의 바이트로 구성된 정보를 지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II. UNIX 파일 접근 제어 메커니즘 

- 접근 권한 유형 (`설정 명령어: chown, chgrp) 

 

 

접근권한  설명 

User 파일을 사용하고있는 사용자 (owner)  

Group 소유자를 제외하고 파일과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모든 사용자 모임 

Other 그 밖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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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umask –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권한설정 umask 설정 

  - umask 는 unix 에서 파일/디렉토리 생성 시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설정.  

 

  -  unix 의 파일 권한은 rwxrwxrwx 형태로 표현되며 이에 대한 on/off 는 1/0 으로 표현된다.  

  -  rwx 가 3회 반복되는 형태인데 이는 {owner}{group}{other} 를 의미한다. rwx 의 의미는 read write  

     execute 를 의미한다. 이는 곧 읽기 / 쓰기 / 실행 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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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 커널 내에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inode를 사용한다. inode내에서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1교시) 

 

  UNIX 시스템의 i-node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102회 1교시) 

inode 

1. inode 

http://www.itpe.co.kr/


116 

I. 데이터 블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inode의 개요. 

   가. 파일 시스템이란?  

      - 운영체제가 파티션이나 디스크에 파일들이 연속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자료구조. 

      - 데이터 저장 공간을 파일에 할당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역할 수행. 

   나.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특징 

      - 다중 사용자를 위해 수천 개의 파일을 저장 

      - 계층적인 구조로 효과적인 파일 처리 및 접근의 편의성 제공 

    

 

 

 

 

  다. Inode( Index node)의 개념 

      - 유닉스 커널에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서, 파일이 속한 데이터 블록의 포인터 

      - Unix 시스템의 모든 파일은 하나의 유일한 inode를 가진다. Inode는 파일의 소유자, 접근권한 

        파일크기,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데이타의 위치 등과 같이 파일을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짐. 

1. inode 

부트 블록 수퍼 블록 Inode 리스트 데이터 블록 

부트스트랩 코드 
위치 부분 
(첫번째 섹터) 

파일시스템 상태 
저장 
관리 목적 

Inode 리스트의 
크기를 지정 
- 커널 참조함. 

파일 데이터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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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ode의 구조 및 inode 내에서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방법 

   가. inode의 구조      

1. inode 

Inode  

데이터 블록들 

- 모드(블록인지 디렉토리 인지 등), 파일의 Owner, 파일생성, 수정, 접근시각, 블록카운트 수 및  
  인덱스 필드로 구성 

Triple Indirect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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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node 내에서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방법 

    - 인덱스 필드 15개를 이용하여 해당 Data블록을 가리켜서 블록을 관리하나, 대용량 디스크 블록을  

      커버하기 위하여 direct와 indirect 블록 인덱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블록을 관리함. 

1. inode 

항목 설명 

12개의 direct block 

index 

- indexed allocation과 같이 저장하고 있는 디스크 블록 주소 저장 

48KB(12*4KB)지원 

-  inode 안에서 direct block pointer를 위해 예약된 오직 12 개의 

block pointer가 존재한다.  

   [참고] 표준 4KB data block 

Single indirect block - 4MB : 1024*4KB 

Double indirect 

block 
- 4GB : 1024*1024*4KB 

Triple indirect block - 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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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유닉스 운영체제(Unix OS)의 시스템 호출(System Call) 동작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89회, 3교시)  

 

2. 다음 UNIX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는 프로그래(UNIX System V 기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fork, execl 시스템 호출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나) 위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UNIX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2. 시스템 호출 

fork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을 위해, fork 시스템 호출 명
령을 실행 
 
Return 되는 값이 0이면, execl을 수행하여 프로그램 
/bin/ps를 실행 
 
execl (char*path, char*argo,  char*arg1,………,NULL) 
 
path: 실행 화일이 있는 곳까지의 전체 경로 이름  
argo: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름  
arg1~argn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인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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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3. UNIX 시스템의 호출을 이용한 다음 프로그램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단, 프로그램 수행 권한은 root임) (정보관리, 102회 3교시) 

2. 시스템 호출 

#include <stdlib.h> 
#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char *usage = “usage: test file1 file2\n”; 
main (int argc, char **argv) 
{ 
if (argc !=3) { 
    printf(usage); 
exit(1); 
} 
if (link(argv[1], argv[2]) ==-1) { 
    printf(“link failed\n”); 
exit(1); 
} 
if (unlink(argv[1]) == -1) { 
    printf(“unlink failed\n”); 
    unlink(argv[2]); 
exit(1); 
} 
printf(“Succeeded\n”); 
exit(0); 
} 

단, 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UNIX 명령어
를 수행한다. 
 
$ test f1 f2 
(1) 위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고, 수행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위 프로그램에서 link 시스템 호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
여 설명하시오. 
 

main (int argc, char 

**argv)  

Main 함수 시작  

Argc: 입력인자 개수로 argc=3 

Argv: 입력인자 배열 포인트 

Argv[0] = test 

Argv[1] = f1 

Argv[2] =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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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호출(System Call)의 개요 

 가. UNIX OS의 시스템 호출 (System Call)의 정의 

  -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커널)가 하드웨어/시스템에 지정된 또는 특권이 있어야 하는 동작들을 수행토록  

    요청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또는 함수 

  -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침범을 방지해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수행을 보장 

  - 원활한 운영체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나. 시스템 호출의 기본 개념, 특권모드와 사용자 모드 

 

-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은 권한 레벨을 설정함으로써 구분 
- 사용자 모드에서 특권 모드로 권한 레벨을 바꾸지 않으면 커널의 내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보호 오류를 발생시켜 커널 영역에 대한 침범을 차단 
- 단순히 커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 레벨로 변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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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시스템  호출의 구조 및 종류 

 가. UNIX OS의 시스템 호출 구조 

 

 

 

 

 

 

 

 

 

 

 

 

 

  - 시스템 호출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인트랩 (SWI: S/W Interrupt)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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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스템 호출의 종류 

 

 

 

 

 

 

 -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 시스템 호출은 가상 파일 시스템을 통하므로 파일시스템과 관련 있음 

 - 커널(Kernel)에 사용자 정의함수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정의 시스템 호출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음 

  

구분 종류 

프로세스 관리 fork(), execve(), getpid(), signal() 등 

파일시스템 open(), read(), write(), close() 등 

메모리 관리 brk() 등 

네트워크 관리 socket(), bind(), connect() 등 

기타 시스템 정보나 제어 tim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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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시스템 호출의 동작과정 및 예시 

  가. 시스템 호출의 동작과정의 개요 

  - 유닉스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제한된 종류의 함수인 시스템 호출을 제공  

  - 사용자가 운영체제의 기능 혹은 모듈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시스템 호출을 이용 

  -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호출을 수행하면 시스템 모드로 전환되며, 커널에서 시스템 호출을 종료하면  

    사용자 모드로 다시 돌아옴 

  - 사용자 프로세스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커널에 접근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시스템 호출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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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스템 호출의 동작과정 예시 – fork() 경우 

http://www.itpe.co.kr/


126 

  나. 시스템 호출의 동작과정(계속)  

단계 단계설명 

1단계 
fork()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하려면 fork() 함수 정보가 있는<unix>/include/unistd.h  

헤더 파일을 include. 링커로 라이브러리에서 대응하는 함수와 연결 

2단계 
라이브러리 내부의 fork() 함수: “swi 900002” 의미(assembly)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통해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되어 커널 자원을 접근 

3단계 호출 번호 2에 해당하는 시스템 호출 함수 sys_fork() 실행 

4단계 가상 파일 시스템을 통해 커널 자원인 파일, 디렉토리, 디바이스 등을 하나의 파일처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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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Kernel) 

기출문제 

1. 운영체제의 핵심 모듈인 커널(Kernel)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하시오. 

가. 커널의 개념 

나. 커널의 구조 및 종류 

다. Monolithic 커널과 Micro 커널의 비교 

  (출제 예상문제) 

 

2. UNIX 커널 내에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inode를 사용한다. Inode 내에서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보관리, 96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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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Kernel) 

기출문제 

3. A라는 회사가 임베디드 시스템(Embeded System)에 사용할 실시간(Real Time) COTS 

소프트웨어(Commercial Off-The-Shelf(COTS) Software)인 운영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도입을 위한 

선정 프로세스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시오. 

가. 선정기준 

나. 선정방법 

다. 커널 비교분석 

라. 커널 벤치마킹 

마. 최종선정 및 발주 

(조직응용, 93회 2교시) 

 

4. 임베디드 운영체제에 있어, 스레드 기반 운영체제와 프로세스 기반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 동향과 

임베디드 운영체제 커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조직응용, 83회 3교시) 

 

5. 마이크로 커널(Micro Kernel) (조직응용, 93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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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Kernel) 

기출문제 

6. 분산 컴퓨팅 환경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커널(Micro-kernel)에 대해 그 개념과 특징을  

기술하시오 

(조직응용, 75회) 

 

7. 마이크로 커널(Micro Kernel)과 모놀리식 커널(Monolithic Kernel)의 특징을 비교하고 단일프로세서 

운영체제 환경에서 다중프로세서 운영체제 환경으로의 코드 이전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시응, 102회,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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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운영체제의 핵심 모듈 커널의 개념 

 가. 커널(Kernel)의 정의 

  - 시스템 하드웨어와 User Application연동을 위하여, 자원관리, 스케쥴러, 프로세스에게 컴퓨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ior)을 포함하는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서비스  

  - 뉴클리어스(Nucleus)라고도 함, 운영체계  = 커널 + 쉘(Shell) 

나. 커널의 매커니즘 및 기능  

Kernel 매커니즘 Kernel 기능 

보안 하드웨어, 프로세스 보안 

자원관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추상화 하드웨어 접근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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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접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용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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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커널의 구조와 종류 

가. 커널의 구조 

 

 

 

 

 

 

 

 

 

 

 

 

 

- User Program은 System call I/F를 통하여 자원을 호출하고 할당받아 하드웨어 자원 사용 

- 커널은 하드웨어 자원을 추상화하여 Device Driver를 통해 User Program에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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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널의 종류 

종류 구조 설명 

Monolithic 

Kernel 

(단일형 커널) 

다양한 서비스 제공 

높은수준 추상화 

성능우수, 유지보수 어려움 

Micro 

Kernel 

(마이크로  

커널) 

낮은 수준 추상화로 Kernel은 최소 기능 제공. 

Server를 통해 더 많은 기능 제공, 즉 장치드
라이버, 파일시스템은 제거되어, 사용자 공간
에서 실행된다. 

(서버 꼭 그려요!!!) 

Hybrid 

Kernel 

수정 마이크로 커널 

더 많은 기능 제공위해 추가 코드를 커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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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널의 종류 

종류 구조 설명 

ExoKernel 

(엑소커널) 

수직 구조의 운영 체계 

추상화 부분 상대적으로 더 줄임.  

마이크로 커널과 모노리틱 커널의 추상 

계층들에 비해, 휠씬 간단하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개발) 

NanoKernel - 
모든 커널 코드의 양이 매우 작은 커널 

가상화계층, 하드웨어 추상화계층의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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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onolithic커널과 Micro커널의 비교 

 가. Monolithic 커널과 Micro 커널의 구성 비교 

 

 

 

 

 

 

 

 

 

 

 

Monolithic커널과 Micro커널 사례 비교 그림  

Monolithic 

Microkernel 
Based Operation System   

유닉스 초기 현재 혼합 구조 발전 

아래 제어기들이 커널에서 분리 

virtual file system 
 가상 파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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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onolithic커널과 Micro커널의 비교 

 나 . Monolithic커널과 Micro커널 사례 비교(모마)  

구분 모놀리딕 커널 마이크로 커널 

구성 

-VFS, 장치 드라이버, IPC, file system, 

스케줄러, 메모리 관리 등을 모두 커널 

안에서 구성함. 

- 기본적인 IPC, 스케줄러, 메모리 관리만을 커널에  

  구성함. 하드웨어 의존 부분 떼어내! 

- 사용자가 필요한 기타 기능은 ‘서버’라는  

   유저 레벨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제공함. 

안정성 

- 커널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커널  

  자체의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음. 

 

- 안정적인 커널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버그에 의해 전에 머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적음. 

- 커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커널 자체의 안정성 및  

   품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쉬움. 

- 사용자의 버그에 의해서 전체 머신 장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메모리나 파일 시스템을 서버를 이용 

  해서 관리를 하는데 특정 서버나 사용자 버그에  

  의해서 전체 파일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음. 

성능 

- 커널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system-call을 호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오버헤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서버를 구미에 맞게 튜닝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활용 

- 다수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활용하기 좋음. 

- 범용적인 PC에서 활용하기 좋음. 

- 리눅스 커널, 유닉스 커널 

- 목적이 분명한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증권FEP, 네트워크 장비 등)  

  영역에서 활용하기 좋음. 

- 심비안 OS, Embedded 로봇 산업, 의료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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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커널 안전기능 평가를 위한 주요 동향 및 커널 안전기능 시험대상 및 항목 사례 

 가. 커널 안전기능 평가를 위한 주요 동향 

 

 

 

 

 

 

 

 

 

 

 

 

 

 

- IEC-61508 은 산업 전반의 안전 레벨을 SIL로 분류하고 있으며 DO-178B는 항공 산업에 특화된 표준  

주요 표준 세부내용 

DO-178B 

항공관련 안전표준으로 내부 Software의 레벨을 다섯 단계로 분류 

상용 항공기 소프트웨어를 위한 표준 인증(커널 보다는 항공기 SW 개발 프로세스) 

Level Failure-consequence Cost 

A Catastrophic 2.8*X 

B Hazardous 2.6*X 

C Major 2*X 

D Minor X 

E No effect Not include 

IEC-61508 

-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안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선점형 실시간 커널 구조로, 인트럽트들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서비스 제공 보장 
- RTOS의 Safe Kernel 는 SIL3 (Safety Integrity Level) 으로 분류하여 1140년의  
  장애 내성을 보장  
[IEC 61508로 부터 파생된 규격] 
•IEC 62278, 62279, 62280, EN 50129 : 철도(Railway) 
•IEC 62061 : 기계류 (Machinery) 
•IEC 61511 : 공장 계측 제어 설비(SIS) 프로세스 
•ISO 26262 : 자동차 (Automotive) 

리눅스 커널 
- 커널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시스템, 네트워크, 프로세스  
  간 통신의 안전한 컴퓨팅(Secure Comput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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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O-178B 기반의 커널 안전기능 시험대상 및 항목  

시험대상 항목 관련 사항 

시스템 보호 
Protected Units and  
Protected Objects 

RTOS에서 Kernel영역을 보호하고 System 
관리 및 보안 영역을 유지하는 기능 

스케줄링 

Task Priority 
Hard real-time, Firm real-time Soft real-
time과 같은 RTOS의 시간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관리  

Priority scheduling 
Semaphore나 mutual exclusion 과 같은 
기능에 의해 우선순위 역전현상의 발생 여부 

Priority Ceiling Locking 
우선순위 역전현상 발생시 ceiling 기능 및 
해당 기능의 locking지원 

Entry Queuing Policy 작업의 queuing정책 및 스케쥴 정책 

Dynamic Priorities 
우선순위의 변경 및 상속처리에 대해 기능 
지원 여부 

제어 

Preemptive Abort 
Time critical 한 작업의 처리를 위해 동작중인 
프로세스의 kill기능 지원 

Synchronous  
Task Control 

작업의 할당 및 자원의 회수를 서로 sync를 
맞춰가며 수행하는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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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최근 부상하고 있는 Web OS 의 환경적 요인과 Web OS 의 개요, 주요 Web OS 의 동향을 설명하시오.  

웹 OS 

웹OS(webOS)는 리눅스 커널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운영 체제이다. 팜 OS를 계승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팜에서 개발을 하고 휴렛 팩커드가 후에 인수했고, 또 그 뒤에 LG가 인수했다. 

2009년 1월 팜이 발표를 하고, 완벽한 웹 2.0 기술, 개방성, 멀티태스킹, 쉬운 사용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webOS를 처음으로 이용한 기기는 2009년 6월 출시된 팜 Pre이다. 이 운영 체제는 모든 

기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진행한 운영 체제들 중 하나이다. 1992년 

부터 2002년까지 PDA 제조사인 팜이 팜 OS를 주도했다. 2002년, 완전한 자 회사인 팜소스를 

만든다. 팜소스는 독립했으며, 2005년 일본 개발사인 유한회사 액세스에 인수되었다. 

 

2010년, 휴렛 팩커드가 webOS에 주목하고 팜을 인수하게 되었다. 2011년 2월, webOS 2.2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인 HP 프리 3, HP 비어를 발표하고 2011년 여름에 출시될 webOS 3.0을 

이용하는 태블릿 PC인 HP 터치패드를 발표했다. 

 

2013년 2월 25일, LG전자가 웹OS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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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Web OS : 웹 환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의 운영체제 
- 유형 : 웹 데스크톱, 웹 런타임, Web OS 
- Web OS관련 환경변화 : 웹 기술의 진화, 개발환경의 파편화,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식의 변화 
- Web OS 현황 : 파이어폭스 OS, 크롬 OS, 타이젠 OS, 웹OS(LG) 

키워드 
 HTML5, 가상OS, 웹 데스크톱, 웹 런타임, Web OS, 파편화, 파이어폭스, 크롬, 

타이젠, 웹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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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 부상하고 있는 Web OS의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설           명 

웹 기술의 진화 

- 멀티미디어, 파일처리, 단말 제어까지 가능한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영역까지 발전 

- 자바스크립트의 발전에 따라 웹기술이 Native App과의 간극을 좁힘 

개발환경의 파편화

(흩어짐) 

-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OS의 버전, 단말, 화면크기 등으로 인한 파편화가 심하여 개발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 

- HTML5,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Web OS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 자체가 웹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개방형 표준 기술이라는 점과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만 있다면 단말, OS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 

- 초창기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OS에 따라 Native Code로 개발되어야 

했고, 개발자들은 단말의 다양화와 OS 버전의 파편화에 대응 필요 

- 웹 표준 기술의 발전으로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으로 확대 

I. 모바일 OS는 과거 PC OS와는 다르게 유통체계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이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기능

을 강화하면서 OS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 

- 시장의 지배력이 OS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커져갔고 제3의 OS 움직

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 HTML5를 기반으로 하는 Web OS가 자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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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eb OS의 개요 

가. Web OS의 구조 

 

 

 

 

 

 

 

 

 

 

 

- 현재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Web OS의 커널은 리눅스(Linux)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리눅스 등 범용 OS와 크게 차이가 있지 않고, 웹앱 실행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존 Native App이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를 웹앱으로 대체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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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S의 특징  

특     징 설           명 

웹앱 실행 환경 

- 웹킷(Webkit)과 같은 오픈 소스 웹 엔진을 기반으로 웹앱 실행 권한 및 

보안을 위한 부분, 웹앱 패키지 관리, 카메라 및 GPS와 같은 H/W 장치와 

시스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 기반 단말 API 등으로 구성 

리눅스 기반 
- 웹앱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웹킷을 중심으로 하는 웹앱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UI와 함께 제어되는 형태 

W3C 웹 표준 기술 

기반 

- 특정 OS에 제약되지 않고 다양한 단말기와 화면크기를 유연하게 지원 

- 웹 표준 기술만 가지고도 제작할 수 있고 웹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 

생태계 구축 용이 
- 단말-OS-콘텐츠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Web OS는 풍부한 기존 웹 

개발자들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보다 손쉽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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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Web OS의 동향 

구분 파이어폭스 OS 크롬OS 타이젠OS 

개요 
모질라 재단을 중심으로 오픈 
웹을 위해 개발된 독립 모바일 
운영체제 

- 구글이 개발한 크롬 웹 
브라우저 기반 운영제제 
- 저가 노트북용 S/W 
플랫폼으로 진화된 형태 

모바일 단말에서부터 스마트TV, 
차량용 단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마트 단말을 겨냥한 
다목적 운영체제 

구성 

- Gonk-리눅스 커널 중심의 
인프라 레이어(Layer) 
- Gecko-웹 브라우저 엔진 
- Gaia-UI 프레임워크 

- 크로미엄(Chromium) OS 
프로젝트 통해 소스 코드 공개 
- 리눅스 기반 펌웨어 
- 시스템 레벨-리눅스 커널, 
그래픽 및 시스템 라이브러리, 
웹 브라우저, 윈도우 매니저로 
구성 

리눅스로 커널을 구성하고 있고 
시스템 레벨의 코어(core)를 
두고 웹앱과 Native App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듀얼 프레임워크 
모델로 구성 

특징 

-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등 
웹 표준 기술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 가능 
-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PC는 
물론 모바일까지 다양한 단말과 
OS에서 활용으로 저변 확대에 
유리 

- 크롬 웹 브라우저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S/W로만 구성 
- 기존 OS 부팅 과정의 
복잡성과 중복 처리 과정을 
제거하여 간편하고 빠른 부팅  
- 구글 드라이브 및 문서 
편집도구(Google Docs 등)를 
통해 다른 Native App 없이도 
대부분의 업무 처리 가능 

다른 Web OS들과 동일하게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타이젠 OS는 Native와 
웹앱을 Dual로 지원하고 jQuery 
기반의 웹앱, HTML5 기반 웹앱 
뿐만 아니라 Native App까지 
모두 지원 

시장동
향 

-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 
교육용 노트북, 넷북 등 저가형 
PC 시장이 주요 타겟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에 타이젠OS 적용 

전망 

- 파이어폭스OS 전용 웹앱 유통 
채널인 ‘파이어폭스 마켓플레 
이스’중심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 구매의 대부분은 소비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 시장에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폰에서 여러 번의 출시 
연기에 따라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웨어러블 시장의 개화에 따라 
폰 출시 지연을 웨어러블에서 
보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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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타임서버의 필요성 및 도입 시 고려사항(104회, 컴시응) 

타임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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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NTP 서버 목록 (국내 타임서버 목록) 
 
 
 
 
 
 
 
 
 
 
 
 
 
 
I. 타임서버의 필요성 

필요성 설명 

시스템 신뢰성 확보 
물리적으로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의 시스템간 Time Synchronization 
통한 서비스 신뢰성 확보 

분석 품질 제고 
빅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로부터의 분석 결과의 
정확도 및 품질 확보 

데이터 통합 용이성 
공공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정보, 기업 정보 등 빅데이터 통합을 위한 
기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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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타임서버 도입시 고려사항 
1) NTP 서버 설정을 통한 타임 서버 도입 시 고려사항 
 
 
 
 
 
 
 
 
2) 타임서버(Appliance) 도입 시 고려사항 
 
 
 
 
 
 
 
 
 
 
타임서버를 직접 구축하는 방식은 인터넷으로부터 시간 동기화하는 방식보다 정확도 및 보안성이 높지만 
도입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 이므로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선택 필요함 

보안 이슈 대응 
인터넷 망을 사용한 시각정보 동기화 방식은 보안상 취약점 

발생하므로 NTP의 서비스 거부 공격 등과 같은 취약점 최소화 고려 

Time Delay 최소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따른 지연 및 오류 발생 가능성 고려 

시간 조작 불가 사용자의 임의적인 PC 시간 조작 등 시간에 대한 무결성 보장 고려 

정확성 

측면 

서비스의 Time 정밀도 

수준 만족 

타임서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환경의 시간 정밀도 

수준을 파악하여 GPS와 직접 통신 등을 고려함 

가용성 

측면 
타임서버 장애 최소화 

타임서버 장애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사용가능 하도록 타임 

동기화를 위한 백업 구성 고려함 

무결성 

측면 
시간 정확성 증명 

타임서버를 통해 동기화 되는 시간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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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수행 순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프로세스 자원 요청은 P1, P2, P3, P4로 진행) 

교착상태 회피를 위한 Banker’s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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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의 개요 

- 시스템이 자원을 요청 받으면 그 자원을 할당해 주고 난 후의 상태가 안전상태인지 확인 후 안전상태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할당하는 알고리즘 

- 운영체제는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요구만을 수락하고 불안전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요구는 나중에  

  만족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거절하는 교착상태 회피 알고리즘 

 

II.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의 자료구조 및 수행절차 

 가.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의 자료구조(AMAN, 아만) 

자료구조 설명 수식 

가용자원 

(AVAILABLE) 
가용자원의 개수 

 AVAILABLE( j) = k란 rj 유형의 자원 중 k의 
자원이 가용상태임을 나타냄 

최대요구 

(MAX) 
프로세스 별 최대 자원의 수  

 MAX(i, j) = k란 프로세스 pi는 rj 유형의 
자원을 최대 k까지 요구할 수 있음 

할당자원 

(ALLOCATE) 

현재 프로세스 별 할당되어 있는 
자원의 수 

 ALLOCATE (I, j)=k란 rj 유형의 자원 중 
k개가 프로세스 pi에 할당되어 있음 

추가요구 

(NEED) 
프로세스 별 남아있는 자원의 수  NEED(I, j) = MAX(I, j) - ALLOCATE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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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 수행 절차 

순서 설명 

① REQUESTi > NEEDi이면 프로세스가 자신의 최대 요구량 이상 요구하여 오류 

② REQUESTi > AVAILABLE이면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 

③ 

REQUESTi < AVAILABLE이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할당 후와 같은 상태를 만듦 

AVAILABLE ← AVAILABLE – REQUESTi 

ALLOCATEi ← ALLOCATEi + REQUESTi 

NEEDi      ← NEEDi - REQUESTi 

④ 
안전상태인지 조사하여 안전상태이면 REQUESTi를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를  

대기 상태로 만든 후에 데이터 구조를 이전상태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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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은행가 알고리즘(Banker's Algorithm) 프로세스 수행 순서 
 
  은행가 알고리즘에 따라 P2 -> P1 -> P3의 순서로 수행됨 
 
 
 
 
 
 
 
 
 
 
 
 
 
 
 
 
 
 
   P1 ② 대기 상태  
 

요구행렬 - 할당행렬 

전체 자원 전체 자원 – 이미 할당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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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할당 가능(안전 상태) 할당 후 수행 완료. 가용벡터로 자원 수 정리됨 
 
6   1   2 
0   0   1  = 6, 1, 3 반환 
                0  1  0   =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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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1  0  0 = 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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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Embedded System 

1. Embedded System 

2. Embedded OS 

3. Real Tim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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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bedded System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논하시오. 

   가. 개요 및 추세  

   나. Operating System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다. 설계 시 고려사항   

   (조직 69회 1교시) 

 

2.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98회 3교시) 

 

3. 임베디드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에대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102회 3교시) 

 

4. 실시간 임베디드 타겟 시스템(Real-time Embedded Target System)을 자동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기능(Function), 성능(Performance) 및 인터페이스(Interface) 중심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설계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102회 4교시) 

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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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장형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요 

 가.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내장형 시스템)의 정의 

  -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내장하여 특수한 기능만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PC)와는 달리 특정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미리 정의된 작업(task)만을 수행. 

 

 나. 동작 원리 

  - 개인용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대용량 저장장치에 운영 체제를 내장. 그에 반해,  

  - 임베디드 시스템은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롬(플래시)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 시동과 동시에 램 디스크(RAM Disk)를 만든 다음, 램 디스크 위에 운영 체제와 응용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구동되는 시스템. 

 

 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 

 
특성 주요 내용 

물리적 특성 반영 - 실시간 처리(real time), 저전력(low energy) 등 HW 제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동시설계 

- 특정목적(application specific) 수행을 위한 HW와 시스템 
SW가 내장됨 

강한 제약성 - 소형, 실시간 반응 요구, 제한된 시스템 자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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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mbedded System 설명 

 -  특별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 특정 작업과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소프트웨어 부분을 펌웨어라고 하며, 

    하드웨어 부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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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별 분류  

특성 분류 사용분야 

물리적  
특성 
(HW  

  제한) 

실시간 
처리 

경성 
실시간 시스템 

- 마감시간을 못 지키면 응용프로그램이 실패하며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실 초래 
- 원자력 발전소 제어, 화재발생 검출시스템, 항공기, 우주왕복선, 
자동차, 미사일제어 등 

연성 
실시간 시스템 

- 지연된 반응에 대한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스템에 미세한 
영향 
- 데스크톱 컴퓨터, 정보단말기 등 

HW/SW  
일체형 

특수목
적  

처리 

가정 자동화 

- 가스누출,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자동감지 기능, 가전제품과 
조명기기, 음향기기 등을 켜고 끄는 원격제어 기능 등 
- 정보가전(Information Appliance) : 인터넷 냉장고, 디지털 TV, 인터넷 
세탁기 등 

정보 단말기 
- 휴대폰, PDA, 스마트폰, 영상전화기 등을 디지털 기기 
- 각종 정보검색, 오락, 메시지, 개인정보관리 등의 복합기능 수행 

공장자동화 
(FA, Factory 
Automation) 

- 산업분야에서 생산공정의 제어에 필요한 시스템 
- 공정을 실시간 제어 또는 정밀한 처리가 필요한 과정에서는 고성능 
임베디드시스템을 탑재한 산업용로봇과 같은 장비 필요 

사무자동화 
(OA, 
Office 

Automation) 

- 사무활동의 효율화 및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사용한 사무처리의 자동화 
-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기 등 

물류분야 - 바코드를 위한 리더 및 발급기, 무선인식장치, POS 단말기, RFID 등 

금융분야 
- 자동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의 인식기나 발급기, 훼손된 지폐 검출, 
지문인식, 음성안내,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능 등 

강한 
제약성 

소형 의료분야 - U-Health 등에 이용되는 캡슐형 카메라 등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 초소형 장비 및 장시간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위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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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시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 향상방안 

  가. 개발절차상 고품질 확보(멀티플 V 모델 이용) 

 

 

 

 

 

 

 

 

 

 

 

  - 기존의V 모델을, 프로토타입, 최종제품에 관한 세가지로 나누어 연결한 모델 

  - 아래의 각 단계는 디자인, 구현, 테스트의 순차적인 개발과정을 포함 

     * 모델: PC를 통해 요구된 시스템의 행위를 모의 테스트 

     * 프로토타입: 모델로부터 소스 코드를 생성하고 실험용 하드웨어에 소스코드를 이식 

     * 최종제품: 실제 하드웨어에 소스 코드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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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환경상의 신뢰성 확보(임베디드 SW 테스트 기법 활용) 

기법 유형 기법 설명 적용 기술 

상태기반 
테스트 

- 이벤트, 액션, 활동, 상태, 상태 전환 사이의 관계를 검증 
- 시스템/소트프트웨어의 상태 기반 행위가 명세된 내용과 일치함
을 검증 

상태, 상태전환, 이벤
트 결함으로 분류하여 
트리형태로 정의 

리스크기반 
테스트 

- Risk의 발생가능성과 영향을 분류하여,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Risk의 예방/억제/수용/전이 전략을 적용하고 Test 실행 

Risk 분류표,  
시뮬레이션 

명세기반 
테스트 

- 임베디드 SW의 명세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도출 
- 동등분할, 경계값분석, 의사결정트리 등의 테스트 설계 기법 적용 

블랙박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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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mbedded System의 활용 분야 

활용 분야 설    명 

공장자동화  

(Factory Automation) 

스마트 팩토리 

• 미리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제품의 설계, 
제도, 작업 로봇에 의한 조립, 검사 등의 생산 공정 및 자동 
창고로부터 제품이 출하되는 전과정의 자동화 분야 

• 확장성, 업그레이드, 기능수정 고려 

가정자동화 

(Home Automation) 

• 주택을 단순한 주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컴퓨터와 통신 및 반도체 
기술을 응용하여 일상 생활을 자동화 하는 것 

• 조명, 수도, 가스, 난방, 가전제품, 온도 , 습도, 조도 등의 측정 제어 

정보가전 제품 

스마트 홈 

• 최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주로 출시되고 있다.  

• 가까운 시일 내에 가전제품들과 인터넷이 결합된 인터넷TV, 인터넷 
냉장고, 인터넷 전기 밥솥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스마트카/사물인터넷 
•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에 적용 함. 

• 보안 취약점 및 해결방안 꼭 준비 요망 

http://www.itpe.co.kr/


164 

   

I. 임베디드 OS(내장형 운영체계)의 개요 

 가. 임베디드 OS의 정의 

      -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 

 나. 임베디드 OS의 요건 

 

 

 

 

 

 

 

 

 

 

 

 

     

 다. 실시간 OS의 요건 

   - 다중 스레드 지원, 선점 가능  

   - 스레드간 우선순위를 보정  

   - 스레드간 동기화 지원  

   - 운영체제의 Activity(인터럽트 처리, 최대처리 시간)등이 명확해야 함  

        

구분 설명 

저전력 
PDA등 소형의 시스템의 소용량의 밧데리를 이용하여 장시간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저전력 기능이 필요함 

고 신뢰성 
제어 시스템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필수적 

소형 경량화  
작은 용량의 기기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기의 특성에 맞도록  

가볍고 효율적으로 설계 

저가격 

휴대용 사무기기나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의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의 비용이  

전체 기기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각 제품의 가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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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사례 

Hard Realtime  
- 시스템이 주어진 종료시한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막대한 피해를 줌 

VxWorks 

Soft Realtime 
- 시간적 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경우 

Embedded Linux, 
Windows CE 

 II. 임베디드 OS의 유형 

  가. 임베디드 OS의 유형   

구분 상용 OS 임베디드 OS 

Kernel 재구성  
OS크기가 크고 Kernel 재구성이  

어려움  
소규모 모듈로 최소의 기능  

초기구입비 

및 사용료  
대중화와 상용화의 걸림돌 (고가격 ) Open Source에 의한 저가격  

Kernel Source  OS Source 비공개  

Open Source, Open 
Architecture 

혹은 비공개   

문제점 해결  벤더(Vendor)에 의존적  

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이 
되거나 

벤더 의존적 

나. 임베디드 OS 와 일반 상용 OS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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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베디드 OS 선정요건 
       

선정요건 설    명 

언어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지원여부 

• 개발과정에서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할 것인가? 

•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원하는가? 

개발도구 호환성 •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소스레벨의 디버거와의 호환성 확인 

서비스 • 기본적인 기능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확인 

메모리 풋프린트 • 제한된 동작에서 작동하기 위한 메모리 크기 조절 기능 

소프트웨어 구성 
• 통신프로토콜, 스택이나 통신서비스 또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가상메모리구조, 그래픽 지원 여부 

표준화 호환성 • 응용프로그램이 표준화를 만족하고 신뢰도를 만족하는가 여부 

기술지원 
• 교육 및 현장지원 

• 기술적인 지원의 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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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임베디드 OS의 구현  

 가. Java에 의한 구현 

     - 이식성이 매우 높으며 전자제품과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쓰이지 못함 

     -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주로 쓰임(SUN의 임베디드 Java) 

     - Java API와 JVM (Java Visual Machine)만 있으면 자바코드가 이식이 가능하고 

       기존의 상용 RTOS와 연계되어 사용가능 

 나. Java Chip 

     - Java 코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직접 실행해서 프로그램의 수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만든 프로세서가 JavaChip 으로 picoJava, microJava, UltraJava 등이 있음 

     - picoJava는 PDA, 스마트폰, 저전력 가전 디바이스에, microJava는 저가 네트웍 디바이스,  

       PDA, 전기 통신 기기, 게임기에, UltraJava는 웹 PC등의 테스크탑 환경의 시스템에 사용됨 

  다. 임베디드 리눅스 

     - 리눅스를 특수 목적에 맞게 경량화  

IV. 임베디드 OS의 전망 

     - STB(Set-Top Box) 나 각종 디지털 정보단말기 보급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임베디드 S/W산업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됨 

     - 주요 S/W 선진국들은 임베디드 S/W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독자기술개발 및 체계적인 표준을 정립하고 개발경험이 많은 인력의 양성 등  

       국내 임베디드시스템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 정부적인 지원방안 및 보완책 수립 요구 

     - 단순 개발자가 아닌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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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A라는 회사(예를 들면: 정보통신관련회사, 국방, 철도, 항공우주 및 의료분야 등)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적합한 실시간 상용운영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실시간 운영체제(Real Time Operating System) 도입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재정적 

또는 관리적인 관점이 아닌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조직 89회 2교시) 

I. Deadline이 핵심인 RTOS의 개요 

가. 실시간(Real time)의 분류 및 적용업무 사례 

 
 
 
 
 
 
 
 
 
 

  - 지문의 예에서 국방, 철도, 항공우주 및 의료분야의 경우 Head real time 으로, 정보통신관련회사  

    의 경우 Soft real time으로 분류 할 수 있음 

 

분류 설명 적용업무 사례 

Hard  
Real time 

- 어떤 작업을 일정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마감시간(deadline)을 만하지 못하면  

  실패 

- 금융권 코어 업무처리, 군사장비,  

  철도, 비행기, 의료장비 등 

Soft  
Real time 

- 시간 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음 
- 실시간 비디오, 핸드폰 등 

R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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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 운영체제(Real Time Operating System)의 개념 

   - 주어진 작업을 정해진 시간(Deadline) 안에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체제 

   -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운영체제 

   -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거나 좋은 평균 성능보가 작업의 마감시간을 맞추는데 주력하는 운영체제 

다. 범용운영체제와 비교를 통한 실시간 운영체제의 특성 

 

 

 

 

 

 

 

 

 

 

 

   - RTOS는 범용운영체제와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선정 

     기준이 필요함 

특성 RTOS(실시간운영체제) GPOS(범용운영체제) 

목적 
- 시간 제약성 해결,  
- 신뢰성(시스템 동작 예측 가능),  
- 특수성(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가능) 

- 자원 효율성 
- 자원 공평성 
- 일반성(일반적 요구 위한 시스템 구성) 

작업 처리 
메커니즘 

- 각 JOB에 Deadline이 부여되고,  
  Scheduling시 각 Job의 Deadline 
  에 기반해서 Job에 리소스 할당,    
  Deadline까지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결과를 바로 알려줌 

- 최선을 다해 처리, 스케줄링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요구사항 

- Multi-tasking 지원, 짧은 Interrupt  
  latency, 선점형 스케줄링, Micro  
  Kernel, 확장성(표준성), 신뢰성,  
  견고성  

- 범용성, 풍부한 응용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처리 지원, 다양한 기능 지원 및 추가 가능,  
  풍부한 GUI, 자원의 활용의 공평성/효율성 

종류 - REX, TRON 등  - Windows, Unix 등 / General Purpose OS 

[표]RTOS vs G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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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TOS의 기능 
       

기 능 설    명 

Multi Tasking 
• 하나의 프로세스는 어느 한 시점에 한가지 일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긴 
시간 동안 보았을 때 마치 여러 개의 태스크가 수행되는 것처럼 보임. 

Scheduler 
•  Ready 상태에 있는 여러 개의 TASK중에 다음의 어떤 TASK를 수행시킬 

   건지 결정 

Context Switch 

• Context : TASK가 사용하는 CPU레지스터 들의 값 

• Context Switch : Running상태의 TASK가 사용하던 CONTEXT를 메모리 

  특정 영역에 저장한 후 새로이 수행 될 TASK의 Context를 TCB 또는 
Stack에서 CPU의 레지스터 영역으로 복사하여 새로운 TASK가 수행되도록 
하는 작업 

선점형 커널 

• 어떠한 TASK가 수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커널이 그 TASK의 수행을 
중지시키고 다른 TASK를 수행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커널 

• 가장 높은 Priority의 Task가 항상 CPU를 점유하여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함 

Semaphore 
• 공유자원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Key를 먼저 얻어야 하고 접근이 끝나면 
다른 TASK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키를 반환하는 기술 

Mutual Exclusion 

• 하나의 TASK가 공유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TASK가 이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개념 

• 복수개의 TASK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유자원에 대해서 Mutual 
Exclusion을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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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TOS 도입 시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수립 방법 
   1) 선정기준은 도입자의 요구사항과 일치 해야 함 
   2) 선정기준은 RTOS자체의 특성과 RTOS가 적용될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 하여야 함 
   3) 선정기준(즉 요구사항)에 따라 이후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4) 선정기준은 재정적, 관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으나,  
   5) 적용업무의 성격(Hard real time)과 RTOS의 특성상 기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 RTOS도입 시 선정기준(기술적 관점) 

선정 기준 세부 선정기준 

충분한 성능을 지원하는가? 
- 수행시간 예측, 높은 신뢰도와 가용성, Multi-tasking 지원, 짧은 
Interrupt latency 

Kernel 기능 요건을 
만족하는가? 

- 최소 용량(small foot print), 선점형 스케줄러, 인터럽트 처리, 
동기화 기법, 우선 순위 역전 방지, 확장 및 변경 가능성(Micro 
kernel) 

다양한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가? 

-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POSIX, TRON) 

Task 관리는 적절한가? - 스케줄링, 분할, 타이밍 검출, 우선순위 할당, 동기화, 재진입 요건 

메모리 및 자원관리는 
적절한가? 

- 접근시간, 할당, 관리 

오류처리는 적절한가 
- Deadlock 처리, Stack overflow 처리, Deadline 위반 처리, 메모리 
보호, 진단 요건, 고장 회복 

개발환경 적절성 
- IDE환경 간편성, 디버거 내장 유무, 컴파일러 내장 유무, 지원되는 
컴파일러 종류, 충분한 Sample Program 제공 

기술지원이 원활한가? 
- Documentation 정도, Help desk 동한 상시 지원 체계 유무, 
충분한 Sample Program 제공 유무, 각종 Device Driver 지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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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TOS 도입 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가. 기술적 관점의 RTOS 선정 절차(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평가 절차를 활용) 

평가 수행 

RTOS 유형 식별 

RTOS 품질 모델 명세 ISO 9126-1: 품질모델 

측정 기준 선정 

측정 기준 위한 등급 확립 

심사 기준 정의 

도입 목적 정의 

측정 및 등급 결정 

결과 분석 

RTOS 선정 여부 결정 

평가 계획서 작성 평가 설계 

평가의  
명세화 

선정기준 
(요구사항) 

도출 

9126-2(외부)  
9126-3(내부) 
14598-6(평가 모듈) 

[그림] RTOS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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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 관점의 RTOS 평가 방법 

 1)선정기군 즉 요구사항의 세부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2)적용 업무 및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등급의 범위(수치 등)을 조정 

 3)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객관적, 정략적 심사기준 적용 

 4)평가는 세부요구항목에 따라 최소 3회 이상으로 수행하며, 수행결과는 모두 기록하여 평균치를 사용 

 5)평가 시 제품 제공자와 확인 후 결과를 기재하며 제공자의 요구 시 최종 결과를 제공함 

세부 선정 기준 평가 방법 기준 등급 등급 결정 

수행시간 예측 
- 임의의 Task를 불규칙 반복  
  요청하여 정확한 수행시간 예
측 평가 

우수: 오차범위 0.1sec 이하 
보통: 오차범위 0.5sec 이상 
미흡: 오차범위 1.0sec 이상 

 
보통 

Multi-tasking - 다중 Task의 처리 요청 
우수: 다중처리 50 이상 
보통: 다중처리 10 이상 
미흡: 다중처리 5  미만  

 
미흡 

Interrupt 
latency 

- 내.외부 인터럽트 발생 
우수: 오차범위 0.1sec 이하 
보통: 오차범위 0.5sec 
미흡: 오차범위 1.0sec 이상 

 
보통 

고장 회복 - 오류 유발 
우수: 회복시간 5sec 이하 
보통: 회복시간 30sec 
미흡: 회복시간 60sec 이상 

우수 

[표] RTOS 선정 위한 세부 선정기준 별 평가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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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멀티스래팅(Multithreading)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Latency(지연)와  
   Througput 관점에서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96회, 컴시응, 2교시) 

 

2. 프로세스(process)와 스레드(thread)를 정의하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일 코드 부분을 병렬로  

   실행하더라도 모든 스레드가 각각의 고유한 계산 값을 유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78회, 응용 3교시) 

 

3. 프로세스(process)와 스레드(thread)를 설명하고,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4. 동시멀티스레딩(Simultaneous Multi-Threading)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의고사)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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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프로세스(process)와 스레드(thread)를 설명하고,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메인 컴퓨터구조/운영체제 

출제배경 및 

출제의도 
고전 운영체제 이론에 대한 학습 검증 

핵심 내용 

요약 

- 프로세스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능동적 단위 

- 스레드 : Lightweight Process로써 CPU 이용의 기본 단위 

- 멀티스레딩 : 여러 개의 Thread를 사용해 하나의 수행 업무를 동시에 처리 하는 

개념 

키워드 
프로그램실행단위, CPU기본 단위 

Interleaved, blocked, simultaneous, chip 

목차예시 

1.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단위 프로세스의  개요 

2. CPU이용의 기본단위 스레드(Thread)의 개요 

3. 멀티스레딩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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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PU이용의 기본단위 스레드(Thread)의 개요. 

가. 스레드(Thread)의 개념 

  - Lightweight Process로써 CPU 이용의 기본 단위로, 작업의 디스패치 단위 

  - 프로세스에서 실행 되는 하나의 일관된 소스 코드  [참고] 수행중인 프로그램 단위는 프로세스에 가까움 

  

경량 프로세스 = 쓰레드 용어로 자주 쓰임 

메모리 공유 

프로세스 끼리는 메모리 공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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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 스레드형 프로세스 모델 

 하나의 스레드가 힙 영역(Heap storage or Segment), 정적 영역(static storage), 코드 영역(code  

 storage)을 공유, 각각 레지스터와 스택도 공유(프로그램 구동이 되면, 메모리 영역에 올라감) 

 

나. 다중 스레드형 프로세스 모델 

 각각의 스레드가 힙 영역, 정적 영역, 코드 영역을 공유하지만, 레지스터와 스택은 각각 자기 고유의 것을  

 사용 

코드 

정적 

힙(heap) 

스택 

기억 장치 

프로세스 
레지스터 

코드 

정적 

힙 

스택 

기억 장치 

프로세스 
레지스터 

스택 스택 

레지스터 레지스터 

단일 스레드형 프로세스 다중 스레드형 프로세스 

자원의 생성 및 
관리 시 중복의 
최소화 가능 

사용자 스택 
커널 스택 

스레드 스레드 스레드 

레스 라고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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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ingle core 컴퓨터의 성능 개선,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의 개념 

 가.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의 정의 

   - 명령어 수준의 병렬화: 여러 Thread 병렬적 실행 시키는 기능: 멀티 스레딩 부름 

   - 동일 주소 공간에서 동작: 모든 스래드는 주소 공간을 공유 

 나.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의 특징 

   - CPU 이용률 최대화: CPU 자원을 idle 없이 활용하는 것에 초점 

   - 대기시간, 응답시간 최소화: , 대기 시간이 긴 작업 동안 다른 작업 수행 가능 

   - 수행의 흐름을 분리: 한 작업을 한 스레드로 만들어, 개념적으로 실행의 흐름을 분리 

 다. Single core 컴퓨터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 멀티스래딩의 이해와 각 종류별 장단점을 통해 성능 개선방향 유도  

준비 

대기 

실행 완료 

스레드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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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의 종류(인블동칩) ★  

  
종류 설명 그림 

Interleaved 
multithreading 

- Fine-grain multithreading 

- 한번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스래드 

처리 

- Clock cycle마다 스래드간 스위칭 

- 인터리브: 끼우는 형태 

blocked 
multithreading 

- coarse-grain multithreading 

- 스래드의 명령어들은 cache miss와 같이  

  latency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연속해서 실행 

- 사건 발생 시 다른 스래드로 스위칭 

- A 명령이 수행되다가, B로 스위칭 

명령 궤적 
(옆 물결  
그림 의미) 

http://www.itpe.co.kr/


180 

III. 멀티스래딩(Multithreading)의 종류  

  

동시 멀티스레딩 

(Simultaneous 

Multithreading) 

(SMT) 

- 수퍼스칼라 CPU의 전체 성능 개선 기술 

- 동시에 다수의 명령어가 발송(issue) 

- 넓은 수퍼스칼라 명령어 발송 능력과 다수의 

thread context의 결합 형태 

- 동시에 처리하는 형태 

Chip 

multiprocessing 

- 다중의 프로세스 형태 

- 프로세스마다 two-issue 수퍼스칼라 형태 

- 각 프로세스는 스래드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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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atency와 Throughput 관점에서 멀티스래딩의 장단점 

 가. 멀티스래딩의 장점 

 

  

 

 

 

 

 

 

 나. 멀티스래딩의 단점 

 

  

장점 설명 사례 

Idle 시간 감소 
한 스래드의 Cache miss로 인한 다른 

프로세스의 처리 

- 다양한 연산 처리 

- 프로그램 큰 경우 

빠른 처리 결과 
스래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 대기 

시간 단축  

- 내부 server 및 client 구조 

- IPC를 통한 상호 통신 

cache 효율성 

강화 

다수의 스래드가 동일 cache 데이터를 

사용 시 cache hit 증가 
- MMDB의 자료를 동시 사용 

단점 설명 사례 

상호 방해 
다수 스래드가 동일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한 경우 

동일한 USB 저장 공간 사용 시 

오버헤드로 인한 
속도 저하 

단일 스래드 운영 시, thread-switching 
하드웨어의 불필요한 작용 

Thread-switching 오버헤드 

개선 사항 필요 
Application S/W와 OS를 위한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 

Intel Hyper Th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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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세스 비교 

  

 

 

 

 

 

 

  

  

구분 프로세스 쓰레드 

개념/용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칭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경량화된(Lightweight) 프로세스 

처리 특징 

프로세스 제어정보를 통해 

식별하고 스택, 속성, 처리 상태 

정보 저장 

-> 프로세스간의 자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발생 안함  

스레드는 메모리의 힙 영역, 정적 

영역, 코드 영역을 서로 공유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나왔으므로) 

둘 간의 관계  

1) 1:1(프로세스: 쓰레드) 관계: 대부분의 Unix  시스템 

2) 1: N : 프로세스 하나에 여러 쓰레드가 생성 및 수행될 수 있음: 

Window NT, Solaris,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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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cess Control Block 과 Tread Control Block의 개념 

 

 

 

 

 

Process Control Block 과 Tread Control Block의 연관성 

 

 

 

 

 

 

 

 

 - 쓰레드는 프로세스의 subset 이고,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커널 쓰레드를 포함 
 - PCB은 하나 이상의 TCB를 포함하고 프로세스의 종료는 포함된 모든 쓰레드를 종료 시킴 

Process Control Block Thread Control Block 

-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유지되는 데이터 블록  

 또는 레코드의 데이터 구조 

- 프로세스 식별자, 프로세스 상태, 프로그램  

 카운터 등의 정보로 구성 

- Thread 실행 동안 상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데이터 구조 

- PCB가 속한 프로세서 상태와 포인터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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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cess Control Block 과 Tread Control Block의 개념 

 TCB 구성 정보 

 

 

 

 

 

 

 

PCB와 TCB의 비교 

구분 내용 

쓰레드 ID - Thread의 고유한 식별자 

쓰레드 PC - Program Count(er), 현재 실행중인 Thread code의 주소 

쓰레드 상태 
- NEW, WAITING, TIME_WAITING, BLOCK, RUNNABLE, 

TERMINATED 

쓰레드 레지스터 스택 - 쓰레드가 실행되는 동안 레지스터들의 값, Stack point 등 

구분 PCB TCB 

역할 
프로세스 정보 저장 

모든 쓰레드에 공유되는 정보 

쓰레드 정보 저장 

쓰레드 내에서 사용되는 정보 

주요구성 요소 
Owner, PID, heap pointer, priority, 

active thread 

Stack pointer, PC, thread state, 

register 

상호 연계 정보 하나 이상의 TCB 정보 Thread가 속한 PCB 링크 정보 

Context 관점 

실행 환경 정보 

(eg. memory segments  

and permissions). 

실행 관련 정보 (eg. stack pointer) 

관리 데이터 량 

관리 데이터 많음, TCB에서 공유 정보  

포함(메모리 관리 정보, 오픈 파일 들) 

Linux 기준 106개 필드 

TCB는 PCB에 연결 pointer가 있어 

적은 데이터 관리 

Linux 기준 24 개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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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 운영체제(OS)에서의 인터럽트(Interrupt)를 정의하고 동작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8회, 컴시응, 1교시) 

 

2.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처리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6회, 컴시응, 3교시) 

 

3. (예상문제) 운영체제(OS)에서 인터럽트 동작 절차를 설명하고 인터럽트의 종류와 우선순위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nte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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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의 개요 

가. 인터럽트의 정의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실행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 처리한 후 실행중이던 작업으로 복귀하는 기능 

  

나. 인터럽트의 필요성 

시스템 효율성 개선 
고속 CPU, 저속 Device간 처리 효율 향상 

다중 입출력 장치에 대한 우선순위 

시스템 안정성 개선 정전과 같은 비정상 상태 발생 시, 수행 결과 저장 및 복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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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과 인터럽트의 종류 

가.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 

- 기계적인 문제. (정전,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HW 오류 발생) 

- 프로그램 상의 문제. 

- 컴퓨터 조작자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중단.  

- 입출력 장치들의 동작에 CPU의 기능이 요청되는 경우. 

- 산술 연산 overflow, under flow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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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과 인터럽트의 종류 (외내소) - 전기외입 

나. 인터럽트의 종류 

분류 종류 설명 

외부 인터럽트 

(HW 인터럽트) 

전원 이상 인터럽트 정전 또는 전원 이상에 의한 인터럽트 발생 

기계 착오 인터럽트 CPU의 기능적인 오류 동작 발생 

외부 신호 인터럽트 

- 타이머에 의해 규정된 시간을 알리는 경우 

- 키보드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경우(Ctrl+Alt+Del) 

- 외부 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요청 발생 

입, 출력 인터럽트 

- 입출력 데이터의 오류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 

-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 또는 전송 완료 

알림 

내부 인터럽트 

(HW 인터럽트)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한 경우 

- Overflow, Underflow가 발생한 경우 

- 부당한 기억장소의 참조와 같은 프로그램상의 오류 

SW 인터럽트 SVC 인터럽트 

- 사용자가 SVC 명령을 써서 의도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 

-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와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SVC((SuperVisor Call) Interrupt 

-> 제어를 감독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시키는 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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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럽트의 처리 우선 순위와 인터럽트 처리 과정 

 

 

 

 

 

 

 

 

 

 

 

 

 

 

 

 

 

 인터럽트 발생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조회  

및 분기, 인터럽트 처리 루틴 수행,  

인터럽트 복귀 3단계 절차로 동작 

구성 모듈 세부 동작 절차 설명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IVT) 

인터럽트 발생 
 인터럽트 요청 신호 모니터링, 검출 
 IRQ =Interrupt ReQuest 의 약자 

인터럽트 벡터 조회 
 IVT(Interrupt Vector Table)에 인터럽트ID 조회 
 인터럽트ID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분기 

인터럽트 
처리(서비스) 루틴 

(ISR) 

인터럽트 금지  인터럽트 처리 루틴 진입 후 상호 배제 (Lock) 

프로세스 상태 저장  이전 프로세스 정보 저장(Context Switching)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의 요청 작업 수행 

프로세스 상태 복구  이전 프로세스 정보 복구(Context Switching) 

인터럽트 허용  상호 배제 자원 반납(Unlock), 인터럽트 루틴 종료  

Interrupt Handler Routine으로 ISR 이라고
함 

1)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IVT) 
   - Interruot Vector Table;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및 인터
럽트가 수행될 ISR의 시작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이며, 
인터럽트 발생 시에 IVT로 분기 점프함 
2) 인터럽트 처리(서비스) 루틴(I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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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터럽트의 처리 우선 순위  

 

 

 

 

 

 

 

 

 

 

 

 

 

 

 

 

 

-> 단일, 중첩 인터럽트(Nested: 인터럽트 처리 중에 하나 이상의 인터럽트 발생)  정리 요망   

구분 내용 

개념 
하나의 명령 사이클 수행 도중 여러 인터럽트가 중앙처리장치에 도달할 경우 

처리할 인터럽트를 결정하기 위한 순위 

기능 

- 각 장치에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기능 

-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의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기능 

-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종류별  

우선순위 

- 외부 인터럽트 -> 내부 인터럽트 -> SW 인터럽트 의 우선순위로 처리 

- 전원이상  기계 착오  외부 신호  입.출력  내부  SW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별 방법 

- LIFS(Last Come First Serve): 가장 최근에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가 최고 

우선 순위 

- FCFS(First Come Fist Serve): 제일 먼저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가 최고 

우선순위 

- HW 방식: 데이지 체인 방식(Daisy Chain - 목걸이), 병렬 우선순위 부여 방식 

- SW(폴링) 방식: 우선순위가 높은 source 부터 차례대로 인터럽트 요청 플래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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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럽트(Interrupt) 우선순위 체계 (직병포) 

 

 

 

 

 

 

 

 

 

 

 

 

 

 

 

 

 

인터럽트 우선순위 체계는 복수개의 인터럽트가 발생시 먼저 처리될 작업을 결정하고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 

구분 방식 설 명 

H/W 처리  
방식 

직렬 방식(Daisy-Chain)  
 모든 장치를 단일 회선하여 사슬(chain) 

형태로 연결 
 우선 순위가 높은 장치를 첫번째 위치 

시켜 차례로 연결 
 Daisy-Chain: 고리형태를 의미함 

병렬 방식(Parallel)  
 모든 장치를 개별적인 인터럽트 요청  

회선(IRQ)으로 연결 
 각 장치의 마스크(mask) 레지스터의  

비트 가중치를 부여 

S/W 처리 
 방식 

폴링 방식(Polling)   
 우선 순위가 높은 장치를 선택하여 

(메모리주소) 요청 여부를 확인 
 우선 순위를 S/W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H/W 구성이 간단 
 폴링방식: 전송 제어 방식으로 우선순위

로 제어처리함. 

[참고] Pooling 이 아님에 주의 
(연목: 옮겨두거나, 담아두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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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터럽트 우선순위 체계의 비교 

 

 

 

 

 

 

- 시스템 설계 시 변경 가능성이 적은 인터럽트는 H/W방식으로 구성하고, 동작 환경의 상황에서 따라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S/W방식을 고려하여 설계 

 

 

 

 

구분 H/W처리 방식 S/W 처리 방식 

회로 설계  장치의 수에 설계 복잡도 증가  간단한 구조로 설계 가능 

구성 비용  연결 장치에 따라 비용 증가  상대적인 구성 비용이 저럼 

반응 속도  고속의 처리 가능  S/W 연산으로 반응 시간이 느림 

유연성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수정 어려움  S/W변경으로 우선순위를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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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 

1. C언어에서 메모리 공간에서 프로그램 실행 시의 데이터, 변수의 저장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I. 메모리 공간의 구역설정, 메모리 할당의 개념. 

 

 

 

- 프로그램을 실행 시 운영체제는 실행시킨 프로그램을 위해 메모리 공간을 할당, 메모리 공간은 크게  

   스택(Stack), 힙(Heap), 데이터(Data)영역으로 구분,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코드(Code)영역에 저장  

Stack & Heap 

할당 시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할당 장소 메인 메모리(RAM) 

할당 용도 프로그램 실행 시 필요한 메모리 공간(지역변수, 전역변수 선언을 위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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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구조에서 힙과 스택영역 – C 언어 등에서 메모리 핸들링 하는 것에 대한  

                                           기능적 메모리 명칭임/물리적인 부분 / 데히스 암기 

 

 

 

 

 

 

 

 

 

 

 

 

힙 영역: 런타임 시에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메모리 공간에 올리기 위한 공간(사용자 정의) 

스택 영역: 컴파일 타밍에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메모리 공간에 올리기 위한 공간 

              (잠깐 사용하고 삭제할 데이터를 저장) 

[주의] 스택 형태로 동작하는 임시 저장 공간(예를 들면, 레지스터), 스택의 원리가 적용이 되므로, 최근  

         연산한 데이터는 스택의 최상위에 저장된다. 

Malloc 함수 – 힙에다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함수 
Free 함수 
- 관련토픽: 자바의 GC를 꼭 기억! 

int num = 1 

int main() 

{ 

    int k, a = 1; 

  

    char *ptr; 

    ptr = malloc(4); 

…. (중략) 

STACK 영역 

STACK 영역 

Heap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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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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