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E2030: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Fall 2014) 

 

Programming Assignment #3 

Due: November 1, 11:59:59 PM 

1. Introduction 

 본 과제는 External Sort 구현의 일부를 multi process로 수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관

련 시스템 콜과 프로세스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2. Overview 

 과제 2에서 수행한 External Sort 구현 중 조각파일의 정렬 및 생성 부분을 multi 

process로 동작하도록 구현한다. 

 그 외에 조각 파일의 병합은 기존과 같이 수행한다. 

3. Specification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현해야 할 함수는 다음과 같다. 

 mp_sort.c 파일 내에 함수가 위치해 있다. 

 e 

  

 Arguments 설명 

 1 ~ 4번째 인자는 과제2와 동일하다. 

 buf_size는 임의로 주어질 수 있다. 

 5번째 인자인 n 은 생성할 자식프로세스의 개수이다. 

 n이 조각 파일의 개수는 아니다. 

 (파일크기/buf_size) != n 인 경우, 어떤 자식프로세스는 조각파일을 2개

이상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한다. 

int mp_sort(char* input_path, char* output_path, char* buffer, int buf_size, int n); 



 

 

 서버 채점 시 n은 2, 5, 10 등 다양한 숫자로 주어진다. 

 자식 프로세스의 역할 

 과제2의 조각 파일 만드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1. 입력 파일을 일부 read()하여 buffer 에 저장 

2. buffer를 과제1에서 구현한 quick sort 함수로 정렬 

3. 정렬된 buffer를 /tmp 폴더에 임의의 이름으로 저장 

4. 1~3과정을 입력 파일의 read()가 끝날 때까지 수행 

(이하 생략) 

1, 2, 3번의 내용(Partial Read/Sort/Write)을 자식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는 입력 파일을 처음부터 read() 하는 것이 아니라, lseek() 

함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부터 read()하여야 한다. 

 각 자식 프로세스는 입력파일에 각자 접근하는 상황이 되므로, read()를 호

출하면 파일의 처음부터 읽게 된다. 

 정렬한 뒤 조각 파일은 과제2와 동일하게 /tmp 폴더 내에 저장한다. 

 정렬 방법은 과제 1에서 구현한 quick sort를 재사용한다. 

 /tmp내 생성한 조각 파일은 프로그램 종료 전에 꼭 지우도록 한다. 

 자식 프로세스는 할 일을 모두 끝내면 exit() 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부모 프로세스의 역할 

 생성할 조각파일의 개수(n)만큼 fork()를 호출하고, 모든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다. 

 fork() 함수의 리턴 값이 0인 것이 자식 프로세스이고, 부모는 자식프로세스

의 process id(pid) 값이다. 

 pid_t fork(void); 

예) int pid = fork(); 

   if (pid == -1) {}      // error 



 

 

   else if (pid == 0) {}  // child process 

   else {}              // parent process 

 wait() 혹은 waitpid() 함수를 사용한다. 

 pid_t wait(int *staus); 

 pid_t waitpid(pid_t pid, int *status, int option); 

wait(&status)와 waitpid(-1, &status, 0)은 같다. 

 wait*() 함수가 자식프로세스 개수만큼 호출되는지 확인하면 모든 자식 프로

세스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각 파일 생성이 끝난 후 병합 및 정렬 과정은 과제2와 같이 수행한다. 

 예외 처리 

 프로그램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값을 mp_sort() 함

수의 리턴 값으로 한다. (부모 프로세스에서 return 한다) 

#define ERR_NO_FILE (-1) 

#define ERR_NOT_ALLOWED (-2) 

 ERR_NO_FILE 

 입력 파일의 경로 혹은 출력 파일의 경로가 NULL 인 경우 

 경로가 NULL이 아니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RR_NOT_ALLOWED 

 파일에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리턴 값은 main 함수에 의해 특정한 에러 메시지로 출력된다. 

 프로그램 수행 

 $ ./pa [input_path] [output_path] [buf_size] [number_of_cp] 로 수행한다.  

 자식 프로세스를 5개를 생성하고, 50메가 버퍼를 이용할 때, 

 $ ./pa input.dat output.dat 52428800 5 

 입/출력 파일의 경로는 절대 경로이다.  



 

 

 즉, open() 함수 인자에 변경 없이 직접 사용하면 된다. 

4. Background and Additional Information 

 리눅스는 Man-page (manual-page)를 통해 상세한 메뉴얼을 제공한다. 

 셸에 “$man diff“ 혹은 “diff --help” 를 입력하면, 관련 메뉴얼이 제공된다. 

 특정한 시스템 콜 혹은 함수에 대한 매뉴얼 

 을 보고 싶으면 “$man 2 func_name” 을 이용하고, ”man something”을 입력하면 

메뉴얼을 빠르게 참조할 수 있다. 

 printf()를 이용한 디버깅은 매우 쉬우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은 printf()를 이용한 디버깅을 적극 권장한다. 

 하지만, 최종 제출본 안에 해당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준 출력에 문자를 쓰기 위해 write()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write(1, buffer, sizeof(buffer)); 를 수행하면 표준 출력에 buffer에 담긴 

내용을 내보낸다. FD 0, 1, 2는 차례대로 표준입력/표준출력/표준에러를 의미한다. 

 자주 사용하는 library 함수는 직접 구현할 수 있다. 

 mp_sort.c 파일 내에 구현하도록 한다. 

 잘 모르는 사항은 TA에게 질문하거나, 구글을 이용한 검색하기를 권장한다. 

 표준 입력/출력/에러는 자동으로 open()된 상태로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close()를 

이용해 닫지 않아도 된다. 

5. Restriction 

 과제는 본인이 직접 설치한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한다. 

 테스트 서버에서 컴파일, 동작에 실패한 코드는 과제 제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제의 평가는 컴파일/실행 가능 여부 및 출력 결과, 작성한 문서에 의하여 평가된다. 

 필요한 경우 함수를 직접 mp_sort.c 안에 구현하여 추가할 수 있다. 

 mp_sort.c 이외의 파일은 수정할 수 없고, 설사 수정해서 제출하더라도 채점 

서버에서 자동으로 제외하여 컴파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6. Skeleton Codes 

 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6개의 파일이 주어진다. 



 

 

 Makefile          소스코드 빌드를 위한 GNU Makefile 

 SSE2030_P03.c      main()을 포함하고 구현할 함수를 호출함 

 mp_sort.h         필요한 함수 및 구조체 선언부 

 mp_sort.c         mp_sort() 함수 구현부 

 input.dat           정렬되어 있지 않은 입력 파일 

 correct_output.dat   정답 확인을 위해 비교할 파일 

 input.dat: http://sys.skku.edu/input.dat 

 correct_output.dat: http://sys.skku.edu/correct_output.dat 

※ 서버 채점 시 입력 파일은 과제1,2에서 사용하던 input.dat 가 아닐 수도 있다. 

7. Hand in instruction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상단에 이름과 학번을 주석으로 표기한다. 

 작성한 과제 코드와 별도로 구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낸 순서도 또는 그림을 넣는다. 

 보고서 형식은 PDF 포맷으로 제한한다. (학번.pdf) 

 $ make clean 후 $ make tar 2013123456 과 같이 입력하면 제출용 압축파일이 

2013123456.tar.gz 과 같이 생성되고, 해당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소스코드 압축파일과 보고서 문서는 sys.skku.edu를 통해 제출한다. 

 소스 코드는 sys서버 내에서 컴파일 및 실행 성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스 코드는 zip, tar.gz 형식이 가능하고, 압축을 해제하였을 때 소스코드가 현재 

폴더에 풀려야 sys서버에서 컴파일 및 실행이 가능한 점에 유의한다.  

 별도로 압축하는 경우에 폴더가 아닌 파일들을 선택해서 압축하도록 한다. 

 시스템 오류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TA에게 이메일로 보고서와 소스코드

를 제출하도록 한다. 

8. Logistics 

 과제 공지는 http://csl.skku.edu/SSE2030F14/Assignmen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s.skku.edu/input.dat
http://sys.skku.edu/correct_output.dat


 

 

 과제 제출 기한은 이후 24시간내에 제출할 경우 30%, 48시간 내에 제출할 경우 60%

감점한다. 그 이후 제출이 불가능하며, 0점 처리한다. 

 과제에 대한 의논은 함께 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소스코드 작성은 스스로 해야 한

다. 

 다른 사람의 과제를 copy 한 경우, 두 사람 모두 0점 처리하며 학점상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F 학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