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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10

SI0  SN, MR 과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면, ADM (Admin) 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그림에 약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Song Injun, 2022-10-25T07:03:51.744

YL0 0 아 그렇네요 이런건 여러번 봐도 제눈에는 왜 안 
 보이는걸까요... 수정했습니다.
YeongSik Lee, 2022-10-25T07:08:44.706

SI1  사소한 것이지만, Varlog 는 로그 순서를 1부터 부여하고 
 있어요. 그림에는 0이 있어서...
Song Injun, 2022-10-25T07:04:31.282

YL1 0  네 간단한거니 혹시 오해하지않게 1부터 부여하는걸로 
변경해야겠네요
YeongSik Lee, 2022-10-25T07:07: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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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13

SI0  이전장과 비교하면, 화살표의 설명이 잘못붙어있는 것 같아요. 
 Global Order 2 할당은 Sequencer 에서 클라이언트 방향 
 화살표에 붙어야 할 것 같아요.
Song Injun, 2022-10-25T07:08:35.464

YL0 0 이 문구를 위쪽 위치에 둔건

얘기하신대로 아랫 화살표 밑으로 
배치했더니 눈에 잘 안들어와서 였는데요

 음... 차라리 이 두 단방향 화살표를 
 양방향 화살표 하나로 변경해보겠습니다.
YeongSik Lee, 2022-10-25T07:1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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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16

SI0  각주는 슬라이드 하단에 위치하는건 어떨까요? Scalog 근처에 
 너무 많은 텍스트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개인 취향일수도..ㅎ)
Song Injun, 2022-10-25T07:11:32.174

YL0 0 각주가 왠만하면 다 하단에 있긴 하더라구요

저 그림들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쩔수 없이 위쪽으로
배치해봤는데요

 음... 각주 글자 크기를 더 줄이면 가능할 것 같긴합니다.
YeongSik Lee, 2022-10-25T07:18: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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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25

SI0  "Broker a로 쓰기" 라는 말이 어색한것 같아요. 대충 보면 토픽 
 A-0 의 리더 레플리카를 갖고 있는 브로커 정보를 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어울리는 /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이 
 있을까요?
 -> 우선 이 그림이 이해하기 쉬운지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봐야겠네요.
Song Injun, 2022-10-25T07:18:10.042

YL0 0  네 이 발표에서 토픽-파티션 같은 복잡한 개념을 얘기안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표에서도 토픽-파티션 언급을 안하고 비슷한 쉬운 단어로
얘기하고 마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YeongSik Lee, 2022-10-25T07:20:00.672

SI1  Consumer -> Zookeeper 방향 화살표는 데이터를 읽은 
 오프셋을 저장하는 것을로 보이는데요, 
 현재 표현 "(컨슈머-1)N번째 까지 읽음" 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Song Injun, 2022-10-25T07:18:58.730

YL1 0  N번째 데이터까지 읽었음

이라고 간단히 끊는게 나을려나요
YeongSik Lee, 2022-10-25T07:22: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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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27

SI0  varlog 클라이언트 에서 나오는 화살표에 append API 
 사용한다는 표시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네요..)
Song Injun, 2022-10-25T07:21:03.364

YL0 0  음... Data라는 단어 없이 Append라고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YeongSik Lee, 2022-10-25T07:23:28.644



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