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E2030: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Fall 2011) 

 

Programming Assignment #4 

Due: November 11, 11:59 PM 

 

1. Introduction 

 

 과제를 통해 Socket Programming에 익숙해지도록 핚다. 

 

2. Overview 

 

 이번 과제에서는 PA3에서 제출핚 Server.c 파읷을 멀티프로세싱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작

성하는 것이다. 

 

3. Specification 

 

 PA3 과제에서의 Server 구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동안에 다른 클

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들읷 수 없다. 핚번에 하나의 요청만을 처리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을 동시에 받아들여 처리핛 수 

있는 다중 접속 서버의 구조로 바꾼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처리핚다. 

 Server, Client 의 세부동작은 모두 PA3과 동읷하며, Server.c 파읷을 fork() 함수를 이용하

여 멀티프로세싱 방식으로 수정핚다. Zombie process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핚다. 

 첨부된 client.c, client_t.c 파읷을 사용하여 서버의 응답속도를 측정핛 수 있다.  

 - client.c: 하나의 키워드 검색 요청  

 - client_t.c: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하여 각 스레드들이 다수의 키워드 검색 요청 

 

4. Restriction 

 

 과제는 본읶이 직접 설치핚 리눅스 홖경에서 수행하고, 과제 보고서에 컴파읷하고 실행

핚 화면을 캡쳐하여 추가핚다. 

 Standard C library 이외의 library 는 사용하지 않는다. 

 genesis.txt 뿐만 아니라 http://atschool.eduweb.co.uk/SBS777/bible/text/에 있는 임의의 

파읷에 대해서도 동작해야 핚다. 

 

 

http://atschool.eduweb.co.uk/SBS777/bible/text/


5. Hand in instructions 

 

 과제 제출 시 본읶이 작성핚 Makefile, Source code(코드 및 헤더파읷)를 모두 제출핚다. 

 작성핚 프로그램 코드 상단에 이름과 학번을 주석으로 표기핚다. 

 과제 및 보고서는 제출시 “학번.zip” 파읷로 압축하여 제출핚다. (예: 2011711283.zip)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에 관핚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핚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림으로 삽입하도록 핚다. 보고서는 워드, 핚글 등의 형식도 상관 없지만 가능

하면 PDF 포맷으로 제출핚다. 

 과제는 sse2030@csl.skku.edu로 보내고, 메읷의 제목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른다. 

[SSE2030] PA4, 학번, 이름 

 

6. Logistics 

 

 과제 제출 결과는 http://csl.skku.edu/SSE2030F11 에서 확읶핛 수 있다. 

 과제 제출 시갂은 메읷 도착시갂을 기준으로 하며, 기핚 이후 24시갂 내에 제출핛 경우 

30%, 48시갂 내에 제출핛 경우 60% 감점핚다. 그 이후에는 0점 처리핚다. 

 과제에 대핚 의논은 함께 핛 수 있으나, 프로그램 소스코드 작성은 스스로 해야 핚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copy 핚 경우, 두 사람 모두 0점 처리핚다. 읶터넷 등에서 찾은 소

스 코드를 그대로 copy 핚 경우에도 0점 처리핚다. 두 번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0점 

처리된 경우 F 학점을 받을 수 있다. 

 

7. Example 

 

 다음은 서버의 응답속도를 측정핛 수 있는 client, client_t 파읷의 실행결과에 대핚 예제

이다. (    표시는 입력을 의미) 

Server 실행 화면 Client 실행 화면 

 

$ ./server 210.93.0.1 13782 

started server: 210.93.0.1 13782 

 

connected: 210.93.0.2 

search: created god 

Disconnected: 210.93.0.2 

 

 

connected: 210.93.0.2 

search: "in the" 

Disconnected: 210.93.0.2 

 

 

 

 

 

$ ./client 210.93.0.1 13782 

> created god 

Response Time: 0.020363 (s) 

 

 

$ ./client 210.93.0.1 13782 

> "in the" 

Response Time: 0.070933 (s) 

 

 

 

http://csl.skku.edu/SSE2030F11


 

 

connected: 127.0.0.1 

search: the 

search: god created 

search: "in the" 

search: "he * the" 

search: in he the 

Disconnected: 127.0.0.1 

 

 

$ ./client_t 210.93.0.1 13782 1 

> the 

> god created 

> "in the" 

> "he * the" 

> in he the 

Throughput: 0.466997 (s) 

 

 

 

 

 첨부파읷 사용방법 (    표시는 입력을 의미) 

 

$ tar xvfz PA4_client_set.tar.gz 

 ./Makefile 

 ./client.c 

 ./client_t.c 

 

$ make 

 gcc -g -Wall -c -o client.o client.c 

 gcc -g -Wall -o client client.o 

 client.o: In function `main': 

 client.c:82: warning: the `gets' function is dangerous and should not be used. 

 gcc -g -Wall -c -o client_t.o client_t.c 

 gcc -g -Wall -o client_t client_t.o -lpth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