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세스 개념
• 스래드 개념
• 프로세스 스케줄링 정책

학습목표

► 프로세스의

의미와 프로세스의 속성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 스레드에

대한 이해와 프로세스와의 비교를 해 본다.

► 프로세스

스케줄링 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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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세스의 개념
 프로세스의 사전적 의미
 어떤 일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단계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란
 실행중인 프로그램(program in execution) //일반적 정의
• 컴퓨터 내부의 생명체

• 컴퓨터가 작동 중 이라면 반드시 프로세스가 있다.
• CPU를 경쟁적으로 사용하므로 ‘실행 중’이란 말은 확대 해석이 필요.

 CPU를 할당하는 대상(dispatchable object of CPU)
 시스템 내부에서의 작업 단위(unit of work in system)
 PCB에 존재하는 개체(entity of PCB) : Process Control Block
• 프로세스 생성 시 PCB에 등록하고 종료 시 PCB에서 삭제

 하나의 스래드(thread)로 구성된 태스크(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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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MyThread extends Thread{
int i;
public MyThread(String na){
super(na);
}

}

public void run() {
for( i=0; i<100; i++) {
System.out.println(this.getName() + " : " + i);
}
}

public class Mai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프로그램 시작");
MyThread t1 = new MyThread("tt1");
MyThread t2 = new MyThread("tt2");

}

}

t1.start();
t2.start();
System.out.println("프로그램 종료");

*. 스레드 :
프로그램 내의
실행 단위

프로세스의 관심 속성
 프로세스의 상태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실행되고, 종료할 때까지 거치는 상태

 프로세스의 영역
 보조기억 장치에 존재하면 프로그램, 주기억장치에 존재하면 프로세스
 프로그램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
프로세스는 코드영역과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으로 구성 //힙:동적할당

 프로세스 제어 블록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자료구조

 프로세스 문맥 교환
 CPU 사용 교대 시 실행 중 프로세스의 상태를 PCB에 저장하고 실행 차
례가 된 다른 프로세스를 PCB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복구시키는
작업

 프로세스 생성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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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상태
*. 준비상태(ready) :
CPU 할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실행
Running

*. 실행상태(running) :
CPU가 할당된 상태

CPU
할당

*. 대기상태(waiting/blocked) :
I/O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생성)

준비
Ready

할당시간
초과
사건 발생

(종료)

사건요청

대기
Waiting
Blocked

*. CPU 할당 :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 선정하여 할당
*. CPU 할당시간(CPU
time quantum) :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 독점 방지를
위하여 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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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영역
 프로그램 형태에서의 구성 : in file
 code 영역 / data 영역

 프로세스 형태에서의 구성 : in process
 code 영역 / data 영역 / stack 영역

*.heap 영역

 한 프로그램으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경우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각각의 프로세스에 할당
» 한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 시킨 경우임.
//스레드는 한 프로그램 내의 (다수) 실행
» 같은 프로그램이므로 동일 크기 메모리를 할당 받는다.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하는 대상
 OS는 자원 관리 주체, Process는 자원 사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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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는 초기 값이
결정되지 않은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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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제어 블록(PCB)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의 자료구조.
 프로세스 식별자(PID)

 프로세스 상태
 스케줄링 우선순위 정보
 프로세스 적재 메모리주소 공간
 CPU 레지스터의 값
• cf) 문맥 교환

 Parent Process Identification
 Child Process Identification
 CPU 사용시간
 사용 가능한 파일(list of open files)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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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제어 블록(PCB)
 프로세스의 생성은
 그 프로세스의 정보가 PCB에 등록됨을 의미한다.
 프로세스의 종료는 그 프로세스의 정보가 PCB에서 삭제됨을 의미한다.
PCB[0]

프로세스 번호

PCB[1]

프로세스 상태

PCB[2]

우선순위

PCB[3]

기억장소 주소

..
..
PCB[N-1]

레지스터 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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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문맥 교환
문맥 교환(context switching) 시 하는 일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 정보를 PCB에 저장하고,
• CPU 할당 시간 초과, 입출력 사건 요청

 실행 상태로 만들 프로세스의 정보를 PCB로 부터 복구시키는 작업.

11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
•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한 time quantum 인지 : 사용자 모드->커널 모드
• 실행 프로세스 상태를 PCB에 저장(레지스터 값 포함) : context switching 시작
• 실행할 프로세스 선택

• PCB로 부터 실행 상태 복구 : context switching 완성
• CPU 실행 모드 전환 : 커널 모드 -> 사용자 모드
• PC 레지스터 값 복구

프로세스 i
(실행)

*. 문맥 교환 동안에도
CPU를 사용한다.(오버헤드)
*. 문맥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세스의 정보량, 메모리 속도,
레지스터 수 등에 의한 차이 있음.

(인터럽트 혹은
시스템 호출)

운영체제

프로세스 상태를
PCB(i)에 저장

프로세스 j

(준비)

PCB(j)로 부터
프로세스 상태 복구

(준비)
(실행)

*. 문맥 교환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됨.

프로세스 상태를
PCB(j)에 저장

*. 따라서 CPU time quantum도
운영체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임.

PCB(i)로부터
프로세스 상태 복구

(준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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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생성 및 종료
 프로세스 생성
 모든 프로세스는 OS 서비스 함수 호출(시스템 호출)에 의해 생성.
• 운영체제는 부팅 과정에서 최초의 프로세스로 생성(최초 프로세스는 부팅 후 사용을 기다린다.)
•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려면 부모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최초 프로세스는 이를 위해 준비해둠.
• 다른 프로세스는 더블 클릭 또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의한 다른 프로그램 호출 등으로 생성된다.
• 이로서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유지한다.

 프로세스 생성 과정
 PCB 엔트리를 할당하고 PID 번호를 부여한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
 PCB 자료구조의 모든 정보를 초기화한다.

 프로세스 종료
 시스템 호출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오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모든 자원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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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래드(thread)의 개념
 스래드의 사전적 의미
 실 혹은 실타래

스래드1

스래드2
프로그램
카운터

 운영체제에서의 의미
 실행단위(unit of execution)
• CPU 제어의 흐름(flow of CPU
control)

 한 프로세스 내부에서 스케줄링
이 가능한 개체단위
 다중 스래드에서는 독립적인 프
로그램 카운터 운용

코드 영역
스래드1, 2 공유

데이터 영역
스래드1 영역
스래드2 영역

스택 영역
*. 다중 스래드 허용 OS에 한함

*. 다중 스래드 :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공유.
개별 자원은 개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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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java.util.*;
public class MyThread extends Thread {
int num=0;
public MyThread(String name) {
super(name);
}
public void run() {
Random rand = new Random();
int r;
while( true ) {
System.out.println( this.getName() + " : " + num);
num++;
try {
r= rand.nextInt(2000);
sleep(r);
} catch(InterruptedException ie){ }
if (num>20) break;
}
}
}
public class Thread01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MyThread myT1, myT2;
myT1 = new MyThread("1번 쓰레드");//생성
myT1.start(); //구동
myT2 = new MyThread("2번 쓰레드");//또 다른 생성
myT2.start(); //구동
}
}

<< 수행 결과 >>
1번 쓰레드 : 0
2번 쓰레드 : 0
1번 쓰레드 : 1
1번 쓰레드 : 2
2번 쓰레드 : 1
2번 쓰레드 : 2
2번 쓰레드 : 3
1번 쓰레드 : 3
2번 쓰레드 : 4
1번 쓰레드 : 4
2번 쓰레드 : 5
1번 쓰레드 : 5
1번 쓰레드 : 6
2번 쓰레드 : 6
2번 쓰레드 : 7
2번 쓰레드 : 8
1번 쓰레드 : 7
1번 쓰레드 : 8
1번 쓰레드 : 9
2번 쓰레드 : 9

2번
1번
1번
2번
2번
2번
1번
1번
1번
2번
1번
1번
1번
2번
2번
1번
2번
1번
2번
2번
1번
2번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쓰레드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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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1
12
13
12
13
14
14
15
16
17
15
16
18
17
19
18
19
20
20

사용법
Thread 변수명 = new Thread(함수명);
변수명.Start(); 스레드 시작
변수명.Suspend(); 스레드 일시정지
변수명.Resume(); 정지된 스레드를 다시 실행
변수명.Sleep(r); 인수의 시간만큼 정지

다중 스래드
 하나의 프로세스 내부에 여러 개의 스래드가 존재하는 것.
 코드 부분과 공유 데이터 부분은 공유

 개별 데이터와 스택은 별도로 유지
 스래드 관리는 프로세스 관리와 유사.

 장점:
 스래드 간 문맥 교환의 오버헤드는 프로세스 문맥교환 오버헤드 보다
적어, 응답성을 높일 수 있다.
• 스래드 단위 스케쥴링 => lightweight process
‒

heavyweight process  프로세스 스케쥴링

• 서버 프로세스에 적합 ===> 시스템 성능 향상
• 멀티 프로세스 방식에 비해 자원 공유가 쉽다.
• 이미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와 자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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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본 개념
 스케줄링이란?
• 처리해야 할 작업이 여러 개 있을 때, 작업 중 하나를 선정하는 과정.
• 처리해야 할 작업 즉 프로세스는 큐에서 대기한다.

 프로세스 스케줄러
•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제한된 자원들을 경쟁적으
로 사용하므로 경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
•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프로세스 선정 스케줄링 정책’ 부분과 ‘선정된 프로세스

에게 CPU를 할당하는 디스패처’부분으로 구성.
• 준비상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큐’ 필요
•  ‘준비 큐에 등록된 프로세스들’ 중에서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하나의 프로
세스를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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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스케줄링
 Queue의 위치 및 프로세스 스케줄링 발생 경우
 Job Queue : 생성위치

실행

 Ready Queue : 준비 위치
 Device Queue : 대기 위치

(생성)

스케줄링 전략(선점, 비선점)에 따라
스케줄링 상황이 다르게 발생.
선점 : 1~5
비선점 : 1,2

③

(종료)
①

②

④

⑤

준비
①
②
③
④
⑤

대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될 경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로 전환될 경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로 전환될 경우
대기 상태인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될 경우

프로세스 스케줄링 발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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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스케줄링
 디스패칭(dispatching)
 문맥 교환(context switch)
 커널 모드 ===> 사용자 모드
 사용자 프로그램 실행

 문맥 교환(context switching)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의 정보를 PCB에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정보를 PCB로부터 복구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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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스케줄링
 선점 / 비선점 스케줄링
 비선점(non-preemptive) 스케줄링 : 1, 2 의 경우
• 자발적인 CPU 반납

 선점(preemptive) 스케줄링: 1, 2, 3, 4, 5 의 경우
• 강제적인 CPU 반납

실행
③

⑤

①
②
③
④
⑤

준비

①
②

④

대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될 경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로 전환될 경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로 전환될 경우
대기 상태인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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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 스케줄링
 스케줄링 정책
 큐에 등록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
한 알고리즘

 스케줄링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CPU 이용률(CPU utilization) : 단위 시간 당 CPU 사용 시간
 처리율(throughput) : 단위 시간 당 처리 프로세스 수
 반환시간(turnaround time) : 프로세스 생성에서 종료까지 소요 시간
 대기시간(waiting time) : 준비 큐에서 소요된 시간
 응답시간(response time) :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처음 CPU를 배정 받은 시
간(프로세스가 처음 CPU를 배정받아 실행하기 까지 걸린 시간)
• CPU 이용률과 처리율은 최대화하고 반환시간, 대기시간, 응답시간은 최소화가 목
적.
• 모든 요소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스케줄링 정책은 없으므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요소
를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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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 선처리(FCFS: First Come First Service) 스케줄링

 도착 순서대로 처리
 전형적인 비선점 방식
 호송 효과(convoy effect)
• 실행시간 긴 프로세스가 앞에 있을 때
‒

대기 시간이 길어짐

• 평균응답시간 = (0+3+4)/3=2.33…
• 평균반환시간 = (4+7+5)/3=평.실.+평.대.

*. 계산식 괄호 삽입

22

 최단 작업 선처리(SJF: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비선점형.
 대기 프로세스 중 실행시간이
작은 것을 먼저 실행
 최적의 평균 대기시간
• 그러나 사용시간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정책들의 평균 대기 시간 평가에 이용

 비선점
• SJF를 선점형으로 바꾼 것이
SRTF(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 계산식 괄호 삽입

 기아현상(starvation)
• 실행시간 긴 작업의 후 순위 밀림 현상

• 에이징(aging) 기법으로 극복
23

 HRN(Highest-response Ratio Next)
 CPU 사용 시간이 긴 job 의 기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에이징 기법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비선점 방식
 우선순위 = (CPU 대기시간+CPU 사용시간) / CPU 사용시간

*. B도 실행시간이 2라면 우선순위는?
24

 우선순위(Priority) 스케줄링
 비선점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선발하는 스케줄링

< 우선순위 부여 방법 >
프로세스의 크기
CPU 사용 시간,
입출력 대기 시간
프로세스의 중요성
사용자의 직급

• FCFS는 도착시간을 우선 순위로…
• SJF는 job의 크기를 우선 순위로…
• 중도 탈취를 허용한다면
‘선점형 우선 순위 스케줄링도
가능’
• 기아 상태를 막기 위해
에이징 기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 우선 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계속 밀릴 수 있지 않을까?

*. C의 도착 시간이 3~6로 변할 때도 C가 먼저 수행할까?
25

 RR(Round Robin):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시간 할당량 동안 CPU를 사용하고 할 일이 남으면 큐
의 맨 뒤로 가서 CPU 할당을 대기.
• 전형적인 선점 방식 – 시분할 시스템
• 문맥교환의 과비용(overhead)

-

실행시간 = A(4), B(3), C(2)
대기시간 = A(5), B(3), C(2)
평균실행시간 = (4+3+2) / 3 = 3
평균대기시간 = (5+3+2) / 3 = 3.33…
평균반환시간 = 3 + 3.33… = 6.333

*. CPU 시간 할당량은?
*. 문맥 교환 회수는?
26

.
 다단계 큐(Multilevel Queues):
 우선 순위에 의한 다단계의 큐 준비 / 프로세스 생성 시 우선 순위에 맞

는 큐에 저장 / 큐의 우선 순위 순으로 CPU 할당 / 큐마다 다른 스케줄
링 가능 / 선점형
 기아현상(starvation) 대책 필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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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피드백 큐(Multi-level Feedback Queue)
 전형적인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

 우선 순위가 낮은 큐에 더 많은 CPU 시간 할당량 배정
 모든 프로세스는 우선순위 최상 큐에서 시작하여 할당량 동안 종료되지 못하면
선점되어 다음 단계 큐로 강제 이동
 기아현상(starvation)
대책으로 aging 채택하기도.

28

3. 프로세스 스케줄링
 스케줄링 정책
 큐에 등록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선정하기 위
한 알고리즘

 스케줄링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CPU 이용률(CPU utilization) : 단위 시간 당 CPU 사용 시간
 처리율(throughput) : 단위 시간 당 처리 프로세스 수
 반환시간(turnaround time) : 프로세스 생성에서 종료까지 소요 시간
 대기시간(waiting time) : 준비 큐에서 소요된 시간
 응답시간(response time) :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처음 CPU를 배정 받은 시
간(프로세스가 처음 CPU를 배정받아 실행하기 까지 걸린 시간)
• CPU 이용률과 처리율은 최대화하고 반환시간, 대기시간, 응답시간은 최소화가 목
적.
• 모든 요소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스케줄링 정책은 없으므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요소
를 고려하여 결정.
29

스케줄링 별 요구 자료
Table 1. Input & Setting Value by Scheduling
스케줄링

도착

시간

실행 시간

우선

cpu 할당

중도

순위

시간

탈취

FCFS

O

O

X

X

X

SJF

O

O

X

X

X

SRTF

O

O

X

X

O

HRN

O

O

X

X

X

PRI

O

O

O

X

X

RR

O

O

X

O

O

MLQ

O

O

O

X

O

MLFQ

O

O

O

X

O

*. FCFS : First Come First Service, SJF : Shortest Job First, SRTF : Shortest Remain Time First,
HRN : Highest Response Ratio Next, PRI : Priority, RR : Round Robin, MLQ : Multi Level Que
ue, MLFQ : Multi Level Feedback Queue
*. O : Enter or allow, X : Do not enter or dis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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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 선처리(FCFS: First Come First Service) 스케줄링

 도착 순서대로 처리
 전형적인 비선점 방식
 호송 효과(convoy effect)
• 실행시간 긴 프로세스가 앞에 있을 때
‒

대기 시간이 길어짐

• 평균응답시간 = (0+3+4)/3=2.33…
• 평균반환시간 = (4+7+5)/3=평.실.+평.대.

*. 계산식 괄호 삽입

31

FCFS: First Come Fir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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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 작업 선처리(SJF: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대기 프로세스 중 실행시간이
작은 것을 먼저 실행
 최적의 평균 대기시간
• 그러나 사용시간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정책들의 평균 대기 시간 평가에 이용

 비선점
• SJF를 선점형으로 바꾼 것이

SRTF(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기아현상(starvation)

*. 계산식 괄호 삽입

• 실행시간 긴 작업의 후 순위 밀림 현상
• 에이징(aging) 기법으로 극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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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N(Highest-response Ratio Next)
 CPU 사용 시간이 긴 job 의 기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에이징 기법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비선점 방식
 우선순위 = (CPU 대기시간+CPU 사용시간) / CPU 사용시간

*. B도 실행시간이 2라면 우선순위는?
35

(도착시간/실행시간)
P#1 : 0/3
P#2 : 1/6
P#3 : 2/1
P#4 : 3/1
P#5 : 4/1

우선순위 = (CPU 대기시간+CPU 사용시간) / CPU 사용시간
Tm:0 / 우선순위 :
Tm:3 / 우선순위 :
Tm:4 / 운선순위 :
Tm:5 / 우선순위 :
Tm:6 / 우선순위 :
Tm:7 / 우선순위 :
Tm:13 / 우선순위

P#1(1)
P#2(1.33333) P#3(2) P#4(1)
P#2(1.5) P#4(2) P#5(1)
P#2(1.66667) P#5(2) P#6(1)
P#2(1.83333) P#6(2) P#7(1)
P#2(2) P#7(2)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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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Priority) 스케줄링
 비선점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선발하는 스케줄링

< 우선순위 부여 방법 >
프로세스의 크기
CPU 사용 시간,
입출력 대기 시간
프로세스의 중요성
사용자의 직급
CPU 남은 시간

• FCFS는 도착시간을 우선 순위로…
• SJF는 job의 크기를 우선 순위로…
• 중도 탈취를 허용한다면
‘선점형 우선 순위 스케줄링도
가능’
• 기아 상태를 막기 위해
에이징 기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 우선 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계속 밀릴 수 있지 않을까?

*. C의 도착 시간이 3~6로 변할 때도 C가 먼저 수행할까?
38

39

 Shortest Remain Time First 스케줄링
 선점 방식
 매 시점 남은 시간이 적은 프로세스를 선발
• FCFS는 도착시간을 우선 순위로…
• SJF는 job의 크기를 우선 순위로…
• Priority는 별도로 부여된 우선 순위로…
• Shortest Remain Time First는 남은 시간을 우선 순위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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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Round Robin):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시간 할당량 동안 CPU를 사용하고 할 일이 남으면 큐
의 맨 뒤로 가서 CPU 할당을 대기.
• 전형적인 선점 방식 – 시분할 시스템
• 문맥교환의 과비용(overhead)

*. 계산식 괄호 삽입

*. CPU 시간 할당량은?
*. 문맥 교환 회수는?
42

(도착시간 / 실행 시간 cpu 할당시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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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큐(Multilevel Queues):
 우선 순위에 의한 다단계의 큐 준비 / 프로세스 생성 시 우선 순위에 맞

는 큐에 저장 / 큐의 우선 순위 순으로 CPU 할당 / 큐마다 다른 스케줄
링 가능 / 선점형
 기아현상(starvation) 대책 필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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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다단계 / 선점형 / 큐별 선입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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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피드백 큐(Multi-level Feedback Queue)
 전형적인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

 우선 순위가 낮은 큐에 더 많은 CPU 시간 할당량 배정
 모든 프로세스는 우선순위 최상 큐에서 시작하여 할당량 동안 종료되지 못하면
선점되어 다음 단계 큐로 강제 이동
 기아현상(starvation)
대책으로 aging 채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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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시간 할당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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