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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프로세스 생성 및 소멸

 1. 목적

  ① 프로세스(process)   에 대한 이해

  ② fork, exec, kill   등의 시스템 call   에 대한 공부

  ③ pid, ppid   에 대한 공부

  ④ CPU Time  서비스 time   측정에 필요한 usec  와 nsec    단위의 시간 측정 방법

  ② 프로세스(process)      의 생성과 호출을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2.  필요 환경

  ① Linux

  ② GCC 컴파일러

3.   과제 수행 내역

  ① C  프로그래밍 공부

    ② 예제 프로그램 작성

4.  과제 수행

   ① 프로세스의 이해

           프로세스는 기계어로 이루어진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시스템 자원을 할당받아 동작되고 있
   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프로세스는 CPU  의 레지스터,  프로그램 포인터,  스택 메모리 
             등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두 할당받아 언제든지 자기 차례가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는 형태의 태스크를 또한 의미한다.

  ② fork, exec, kill   등의 시스템 call   에 대한 공부
 fork() : fork         는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 생성함수로 프로세스 ID  를 반환해 
준다. fork            를 통해 커널은 프로세스의 복제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괴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탄

 생하게 괸다.
 exec() :          프로세스가 실행된 뒤에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특정 프로세스로 대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kill() :  프로세스에 SIGNAL   을 전송할때 사용한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함수가 아니다.

  ③ pid, ppid   에 대한 공부
 pid :      현재 실행중인 자기 자신의 프로세스 ID  를 의미한다.



 ppid :    자신을 호출한 부모프로세스의 ID  를 의미한다.

   ④ 나노 Sec   단위의 시간 측정법
time.h    에 있는 스트럭처 구문.

struct timespec { 
time_t   tv_sec;        // seconds 
long     tv_nsec;       // nanoseconds 

};

struct timespec tv1, tv2; //   시간측정을 위한 timespec struct.

time_check = clock_gettime(CLOCK_REALTIME, &tv1); // time-stamp tv1
time_check = clock_gettime(CLOCK_REALTIME, &tv2);// time-stamp tv2

(tv2.tv_nsec – tv1.tv_nsec) // tv1  과 tv2  사이에 걸린시간.

   ② 완성된 ePDA 프로그램

   ③ 구현 소스
 

 사진 1: 전체화면

 사진 2: Camera



while(1) { 
//read the service task number that ePDA user pushes on 
printf("\nON: 

0(call),1(conversation),2(sms),3(pbook),4(MP3),5(DMB),6(camera),7(web),8(network),9
(esc)\n"); 

scanf("%d",&button);  
if(button != 9 && button >= 0 && button <= 8) { 

// Check whether a process for the service task is alreay running or 
not 

// Notice that the processid of 0 in task table means there is no 
running process for the service task 

if(tb[button].processid == 0) { 
pid_t pid = fork(); //fork new process 
if(pid == 0) { 

// if the new child process forked just before, execute 
the task corresponding to the requested service number 

fprintf(stderr, " Success to fork the task of %s\n", 
tb[button].taskname); 

execl(tb[button].taskname, (char *)0); 
} else if(pid < 0 ) 

fprintf(stderr, " Fail to fork the task of 
%s\n",tb[button].taskname); 

else 
tb[button].processid = pid; // the return value 

from fork(), i.e., pid is the id of the process forked just before 
}else 

fprintf(stderr, " The task of %s is already 
running\n",tb[button].taskname); 

} // if(button != 9 && button >= 0 && button <= 8)

5. 본인역할

     ① 책을 참고하여 스스로 작성하였음.

6.  참고 사이트

  ① Unix System & Network Programming,  신재호 지음, 영진닷컴

  ② http://wiki.kldp.org : KLDP wiki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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