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6: 파이프와 시그널을 사용한 프로세스간 통신

1. 목적

리눅스가 지원하는 프로세스간 통신 방식 중 비 구조화되고 그 량이 많은 데이터의 전달에 용이

한 pipe 기반의 프로세스간 통신과 어떤 이벤트를 알리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signal에 

대해 공부한다. 이 중 pipe는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간에 사용되는 half-duplex(반이중) pipe와 

임의의 프로세스간에 사용되는 named pipe에 대해 모두 공부한다.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기 작성된 ePDA 프로세스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네

트워크를 통해 멀리 전송함과 동시에 화면에 나오게 하는 ePDA 동영상 중계 프로그램을 작성하

고 동작을 확인해본다.

2. 공부할 내용

2.1 시그널과 파이프 기반 프로세스간 통신에 대한 공부: 인터넷 자료 및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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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DA 동영상 중계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3.1 프로그램 구성과 파일명

main, camera 및 network task 에 대한 main.c, camera.c 및 network.c 파일과 공통으로 사용되

는 구문을 갖는 epa.h 로 구성한다. 

3.2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1) 전체 프로그램 구성

 동영상 대신 특정파일, 예로 camera.c 파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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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task 는 받은 동영상 자료는 로그파일에 저장한다.

 Main task 는 받은 동영상을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으로부터 “s” 키 입력시 중단 시그널을 

camera task 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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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tworking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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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샘플 프로그램 동작 예

1) 관련 3 개 task 의 윈도우 화면 출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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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3개 task의 로그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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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DA sms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작성 및 동작확인

첨부물을 참조하여 3 항의 요구사항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작을 확인한다. 

5. 과제보고
과제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사항

 공부한 내용 (한 쪽 분량)

 작성된 ePDA  동영상 중계 프로그램의 동작 결과 화면 (중요한 것 몇 컷)

 완성된 프로그램 화면 (일부만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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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ePDA   동영상 중계 프로그램 골  격   (epda.h main.c, camera.c 및 network.c)

프로그램내 주석을 읽어서 이해할 것. 

참고로 일부 프로그램 코드(밑줄친 부분)가 미완성 또는 삭제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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