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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System Lab. 

[ Lab 1 Scheduler Algorithm Simulator]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 scheduler 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학습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숙지한 FCFS, RR, SPN, SRT, HRRN, MLFQ 를 바탕으로 Scheduler Algorithm Simulator 를 

구현해 본다. (본 과제에서는 실제 프로세스를 생성하지는 않고, Scheduler Algorithm 의 

결과만을 확인 해 본다.) 과제 관련 구현 및 수정해야 하는 파일을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기하였다.  

 

✓ 과제 구성 

 Makefile 

- 실습 자료들을 컴파일 하기 위한 파일 

 include/lab1_sched_types.h 

- 실습에 사용할 구조체 및 구현할 함수에 대한 헤더 파일. 

 lab1_sched.c 

- scheduler algorithm 관련 소스파일 

 lab1_sched_test.c 

- lab1_sched.c 에서 구현한 scheduler algorithm 을 수행할 tes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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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System Lab. 

A. Lab1 Scheduler Algorithm Simulator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 숙지한 Scheduler Algorithm 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출력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1. 과제 컴파일 방법 

실습 자료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make 명령어를 통해 컴파일을 할 

수 있다. make 명령어 수행을 통해 object file, 실행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과제 구현 참고 사항.  

실습 이미지의 본 과제에서는 구현 난이도를 위해 구현해야 할 파일 및 Makefile 만 

제공되어 있다. 관련 함수의 정의 및 선언 또한 직접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lab1_sched.c 에 정의한 함수를 lab1_sched_test.c 파일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 

include/lab1_sched_types.h 파일의 아래와 같은 위치에 함수 정의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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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System Lab. 

3. 과제 구현 목표.  

lab1_sched.c 파일에 scheduler algorithm 관련 함수들을 작성해야 하며, 

lab1_sched_test.c 파일에 lab1_sched.c 에서 작성한 scheduler 함수들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4. 보너스 과제 구현 사항.  

위 그림과 같은 실행 결과에서 lottery scheduling 구현하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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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제출.  

i. 제출 사항. 

 구현한 lab1_sched 의 압축 파일.  

 구현한 lab1_sched 에 대한 설명 및 어려웠던 점에 대한 레포트.  

ii. 제출 방법.  

✓ lab1_sched 구현 제출  

아래와 같은 directory 에서 tar 명령을 통해 구현한 lab1_sched directory 

에 대해 압축을 수행한 후 압축 결과 생기는 lab1_sched_학번.tar 

파일을 heyheygo99@naver.com 으로 제출한다.  

 # tar cvf lab1_sched_학번.tar lab1_sched 

 

✓ 레포트 제출 

소프트웨어 ICT 관 515 호로 제출.  

 

mailto:heyheygo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