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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내에 상하면서 시스템의 자원(resource)인 중앙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네트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함

[운영체제의 개념도]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에 적재된 후
컴퓨터 내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통상 약자로
OS라고 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관리
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함

따라서 어떤 종류의 컴퓨터에도 한 개
이상의 운영체제가 존재함

[운영체제와 관련된 시스템 구조]



운영체제의 목표와 기능

① 컴퓨터 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일을 담당함

② 사용자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③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와줌

④ 작업 처리 과정 중에 데이터를 공유함

⑤ 입출력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함.

⑥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원활하게 처리함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시스템들]



운영체제의 목표와 기능

① 프로세스(process) 관리: 프로세스란 현재 컴퓨터 기억
장치 상에서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말함. 
운영체제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삭제, 프로세스의 중지와
계속, 프로세스의 동기화, 프로세스 간의 통신 등을 관리함
② 작업( job) 관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작업과 관련된
순서, 우선순위, 프로세스 할당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함
③ 주기억 장치 관리: 주기억 장치 공간의 할당과 회수를
담당함
④ 보조기억장치 관리: 보조기억장치의 효율적인 사용을
관리함
⑤ 입출력 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들을 관리함
⑥ 파일 관리: 기억 장소의 할당, 빈 공간의 관리, 디스크
스케줄링, 사용 여부 등을 담당함
⑦ 보안(security) 관리: 시스템 내의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과 정보 탈취 등 보안과 관련 된 사항들을 관리함

[운영체제 자원 관리]



운영체제의 목표와 기능

중앙처리 장치(CPU), 파일, 입출력 장치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행과 비실행
프로세스로 구분됨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그리고 *PCB (Process Control 
Block)와 결합된 형태의 코드를 말함

*프로세스가 작업 도중 필요한 정보나 스케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구조체

프로세스는 작업 스케줄러( job scheduler)에 의해서 생성되어 주기억 장치에 진입함

프로세스는 처리기를 의미 하는 프로세서(processor)와 구분되어야 함

[프로세스 상태]



운영체제의 목표와 기능

자원을 관리하는 모듈의 집합으로 운영체제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 놓은 부분

메모리 관리 및 스케줄링 인터럽트 처리 등의 기능을 담당함

사용자는 직접 커널의 기능을 제어할 수 없으며 단지 셸(shell)에 의뢰할 뿐임

항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음

[커널의 위치와 역할]



운영체제의 유형

① 일괄 처리(Batch Processing) 여러 사용자들의 작업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차례
대로 처리하는 방식

② 대화 처리(Interactive Processing) 중앙의 대형 컴퓨터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
하여 여러 사용자들의 요구를 대화식으로 처리하는 형태

[커널의 위치와 역할]

[대화 처리 시스템]



운영체제의 유형

③ 다중 처리(Multi-processing) 그림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템의 운영체제로서, 단일 처리 시스템에 비해 보다 많은 양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다.

④ 다중 프로그래밍(Multi-programming) 중앙처리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여, 한 프로그램이 입출력
등의 작업을 할 때 중앙처리 장치를 쉬게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올리는 방식

[다중 처리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운영체제의 유형

⑤ 시분할 시스템(Time-sharing System)    
여러 사용자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PU 운영 시간을 잘게
쪼개어서 여러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처리 시간
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⑥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응답하는 시스템 방식
군사용, 공업용 프로세서 제어, 예약 시스템, 
은행 업무 처리, 증권 서비스 등에 이용함

[시분할 시스템]

[실시간 레이더 시스템]



운영체제의 유형

⑦ 분산 시스템(Distributed  System)
여러 컴퓨터들의 업무를 지리적 또는 기능적으
로 분산시켜 데이터를 생성 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식

⑧ 결함 허용 시스템(Fault-tolerant System)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시스템이 즉시 찾
아 내어 순간적으로 복구함으로써 시스템의 처
리 중단이나 데이터의 유실 또는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방식

[시분할 시스템]

[결함 허용 시스템]



입출력 프로그래밍

① 버퍼링(buffering): 통상적으로 입출력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는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중앙처리 장치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작동하는데 보완하여 지연이 없도록 해 줌

[입출력 장치 버퍼링]



입출력 프로그래밍

② 스풀링(SPOOLing):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서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더욱 유용하다.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를
버퍼로 사용하는 반면 스풀링은 디스크를 매우 큰 버퍼처럼 사용 하게 됨

[스풀링의 예]



③ 채널(channel)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출력 장
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입출력 채
널(I/O channel)을 둠

④ 인터럽트(interrupt)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운영체제에 알려주는 메커니즘

[입출력 채널의 예] [입출력 인터럽트의 예]

입출력 프로그래밍



최근 운영체제의 특징

① 멀티미디어 자원의 관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MIDI, MPEG, BMP, JPEG 등의 멀티
미디어 파일들을 관리하고 처리함

② Windows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반화: Windows의 메뉴와 마우스
클릭으로 컴퓨터와 인간의 편리한 상호 작용이 가능함

③ 보안 기술 강화: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형으로 운영되므로 접근 제어
기술 및 보안 기술이 강화됨

④ 객체지향 기술 이용: GUI(Graphic User Interface), OLE 등의 기술에서 객체지향
기술이 일부 적용됨

⑤ UNIX의 기능 확장 및 다중화: UNIX의 기능이 확장되었고 다양한 버전이 출현함

⑥ Windows의 대중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인 Windows 제품군이 대중화
되어 PC들 사이에 호환성이 유지됨

⑦ Linux의 확대: PC용 UNIX라고 할 수 있는 Linux가 소스(source) 공개 정신을 바탕
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서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DOS의 배경

디스크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진 단일 사용자 단일 태스크(task)의
운영체제를 IBM에서 자신들 의 PC를 운영할 만한 운영체제를 찾던 중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손잡고 새로운 운영체제인 MS-DOS를 채택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사용함

[MS-DOS 6.22 최종 버전]



DOS의 특징

DOS는 초기 IBM PC를 위해 만들어진 운영체제와는 달리 텍스트를 기반으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었음

보통 C:\>, D:\>의 형태인 DOS의 프롬프트(prompt) 명령어 입력 위치에 DOS의 명령
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DOS의 디렉토리 화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의 제품

[Windows XP의 바탕 화면] [Windows 1.0의 시작 화면]



1985년:          처음 발표됨

1995년:          Windows 95를 발표하면서 DOS와 분리됨

1998년:          인터넷을 강화 시킨 98버전을 출시함

2001년 10월 :  개발 명 휘슬러인 Windows XP를 출시함

2009년 10월 :  Windows 7 발표

2012년 10월 :  Windows 8  발표

2014년 10월 :  Windows 10  시험판 발표

Windows의 역사



Windows의 역사

[Windows XP] [Windows 10]



Windows XP

New Experience에서 XP를 따옴

Windows ME의 편리함과 Windows 2000의 안정성을 합쳐서 만들어짐

① Windows XP는 이전 버전인 Windows ME나 Windows 98에 비해 훨씬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② Windows XP는 화면에 보이는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③ Windows XP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Windows XP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개선되었다.

④ Windows XP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펜티엄 III 450MHz 이상에
메모리는 128MB 이상이어야 한다.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Windows XP를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안 문제로 사용 중지를 권고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에는 Windows 7, 8, 10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Windows XP



Windows 7의 시스템 요구사항

Windows 7은 2009년에 출시되었는데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과 함께 사용자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PC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됨

[Windows 7의 바탕 화면]



Windows 7의 시스템 요구사항

1GHz 이상의 32비트(x86) 또는 64비트 (x64) 프로세서
1GB RAM(32비트) 또는 2GB RAM(64비트)
사용 가능한 하드디스크 공간 16GB(32비트) 또는 20GB(64비트)
WDDM 1.0 이상의 드라이버가 있는 DirectX 9 그래픽 장치

[Windows 7의 로그온 화면]



Windows 7의 주요 특징

① XP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최소 설치 요구사양이 가벼워짐

② 네트워킹 기능이 단순화되고 향상됨

③ BitLocker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보안기능이 강화됨

④ 가상화 기능으로 호환성이 강화됨

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해졌고 제스처나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이 향상됨

⑥ 멀티미디어 기능이 크게 향상됨



Windows 7의 주요 기능

① 홈 그룹 기능

Windows 7을 실행하는 PC를 두 개 이상 연결하는 경우 홈 그룹을 통해 음악, 사진, 
비디오 및 문서 라이브러리들을 집안의 다른 PC와 공유할 수 있음

[홈 그룹 기능]



Windows 7의 주요 기능

② 바탕 화면 기능

Windows 7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기능인 Aero Shake, Aero Peek, 그리고
Snap이 사용 도중 복잡하게 된 바탕 화면을 단숨에 정리할 수 있게 해 줌

[바탕 화면 기능]



Windows 7의 주요 기능

③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집에 있는 다른 PC, TV 또는 스테레오로 음악 및 비디오를 쉽게 재생할 수 있게 해 주
는 기능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Windows 8

Windows 8은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발표됨
윈도우폰에 쓰인 메트로 사용자 환경(UI)이 PC에 적용된 것

[Windows 8]



Windows 8

① PC, 노트북 외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MS의 첫 번째 통합 운영체제

② 컴퓨터의 부팅 시간과 종료 시간이 종전의 절반으로 짧아짐

③ 첫 화면 타일 모양의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바로 접근할 수 있음

④ 터치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을 탑재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인
SkyDrive도 기본으로 제공함



Windows 10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7월말에 Windows 10을 발표했음

[Windows 10]



Windows 10

① Windows 7과 Windows 8의 시작 버튼을 혼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시작 버튼

② 창 화면으로 작동되는 메트로 앱

③ 새로운 테스크 뷰 버튼과 멀티 데스크탑

④ 스냅 기능과 빠른 파일 검색

[Windows 10의 하드웨어 사양]



UNIX의 역사적 배경

역사가 매우 오래된 운영체제로서 우리가 흔히 접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서버 컴퓨터
와 통신용 서버 컴퓨터가 UNIX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함

[UNIX의 발전 도표]



UNIX의 역사적 배경

[켄 톰슨] [데니스 리치]



UNIX의 특징

① 전문 프로그래머용. 일반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상당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임

② 고급 언어로 작성되었고 C언어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음

③ 연구용으로 소스를 공개하여 발전을 꾀함

④ 다중 사용자 시스템임

⑤ C 언어와 여러 가지 다른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됨

⑥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함

⑦ X Window라는 강력한 Window 시스템을 제공함



UNIX의 특징

[CDE X Window 화면]



UNIX의 장점과 단점

[UNIX의 장점과 단점]



LINUX의 역사

1991년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즈 (Linus Torvalds)가 자신이 수강하
던 UNIX 과정의 교재였던 한정판 UNIX인 미닉스 (Minix)를 보고 단지 재미로 자신의
PC에서도 써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운영체제

Linux의 첫 공식 버전은 1991년 10월에 발표됨

스톨만 교수가 주축이 된 GNU 그룹에서 이 Linux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Linux의 소스 코드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다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감

[리누스 토발즈와 Linux 로고]



LINUX의 역사

[GNU 운동의 창시자 리차드 스톨만 교수]

GNU 프로젝트는 GNU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유닉스 형태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개발
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GNU라는 단어는 “GNU’s Not UNIX”를 의미
하는 재귀적 약어이며 ‘그-뉴’라고 발음한다.)

이 모임은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개발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룹이며,  CopyLeft 운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LINUX의 특징

① 무료판이며 소스 코드가 완전히 공개된 운영체제임
② UNIX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③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함
④ 누구나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많은 배포판이 있음

[Linux 배포판들]



LINUX의 단점

① 책임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적음

② 현재도 개발되고 있는 운영체제임

③ Linux는 컴퓨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함. 또한 Linux는 DIY(Do It Yourself)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함



매킨토시의 역사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1984년 애플사에서 새로 만든 개인용 컴퓨터의 이름을
매킨토시(Macintosh)라고 명명하였는데 통상 맥(Mac)이라고도 불림

Mac OS가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의미하는 말

문서 편집이나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었음

Mac OS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매킨토시 전용 컴퓨터 또는 매킨토시
호환 시스템에서만 작동함

모토롤라사에서 제작된 CPU를 사용하고 일반 PC는 인텔사의 X86 계열의 CPU를 사용



매킨토시의 역사

[매킨토시 컴퓨터와 스티브 잡스]

[Mac OS와 Mac OS X의 박스]



Mac OS

매킨토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것의 운영체제인 Mac OS가
사용자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OS 중의 하나임

매킨토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구조는 감추고,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음

[Mac 바탕 화면] [Mac의 폴더]



Mac OS의 주요 특징

① 셜록(sherlock)을 제공함

② 다수 사용자(multi-user) 기능을 제공하여 최고 40명
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③ 열쇠고리(keychain) 기능을 제공해 하나의 비밀
번호만 입력해도 모든 비밀 번호를 풀 수 있음

④ 자동 업데이트(auto updating)를 지원함

⑤ 인터넷과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셜록(sher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