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번호 팀번호 팀번호

1 이신육 이현수 26 양혜은 정윤아 51 황의철

2 박찬호 이중호 27 박서윤 장은혜 52 김형욱

3 박제니 선수연 28 박수연 강민경 53 최원석

4 김태윤 이영재 29 정성현 임찬솔 54 이준범 

5 한예진 김태진 30 정원영 조세연 55 백종문

6 조정민(16)이건욱 31 박민수 조혜민 56 박시우

7 신창우 허전진 32 송현규 남종우 57 신명지

8 정유석 공채운 33 전수진 손지환 58 최진규

9 송준섭 김동현 34 명다연 원규효 59 유호민

10 이창민 차성민 35 이영배 조계진 60 고준영

11 박서연 이진호 36 박세일 오준희 61 박정민

12 강금실 박지은 37 고영훈 조강혁 62 임재환

13 김도영 정민균 38 허진 조정윤 63 한윤호

14 최석민 지영본 39 조민성 박노준 64 박광제

15 이지언 나현진 40 배민철 최승호 65 이정호

16 황준성 고현규 41 윤승현 백수연 66 김윤호

17 나여주 김수연 42 이용준 송민호 67 이예슬

18 김태홍 이환주 43 윤혜정 윤준석 68 이승엽

19 장영재 허지선 44 강은솔 정철영

20 권혁준 박경영 45 고현우 박윤서

21 정익효 이종욱 46 신용환 황병권

22 이혜린 이라은 47 신정웅

23 안소민 서무성 48 송인호

24 최수현 전은수 49 김찬휘

25 이호국 조정민(15) 50 김유빈

I. 표 설명

II. 자주 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6. 마감 일까지 1) 보고서는 저에게 email로 제출하시고, 2) 보고서와 소스 코드는 조교에게 email로 제출.

4.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게 알려 주세요 (이후 Lab2/3도 팀 단위로 진행합니다.)

1. 한명으로 팀을 구성할 경우 성적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2명인지 한명인지는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
2. 두 명이 한팀을 구성했을 때에는, 보고서에 각 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세요.
  팀원 별로 성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팀원 역할에 대한 구분 설명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3. 구현 환경은 Lab0에서 소개한 환경을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그래야 조교가 채점을 자동화하기 수월^^.)
  Lab0과 Lab1에 대한 문의는 최건희 조교에게 (godrjsmgl@gmail.com)

5. 학생들의 요청이 많아 Lab1의 제출 기한을 4월 15일 오후 6시에서 "4월 22일 오후 6시" 연장합니다.
  (Lab0 구성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음)

4. Lab1의 설명 자료를 보면 보너스에 Lottery scheduling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tride scheduling
으로 변경합니다.(원래 계획은 Lottery 였는데, 작년에 했던 것이라 올해는 Stride로 변경하였음)

3. 푸른 색의 팀들은 내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드릴테니, 팀원과 연락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2020년 운영체제 팀구성
팀 구성원 팀 구성원 팀 구성원

1. 위 표에서 검은 색은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팀, 녹색은 한명이 한팀을 구성한 사례 (학생들 요청에 따라)
2. 위 표에서 푸른 색은 (역시 학생들이 팀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제가 임의적으로 팀을 구성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