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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In-Memory Database 소개
Oracle Database In-Memory Database 는 12c Release 1 (12.1.0.2) 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 OLTP 업무와 배치
성의 집계쿼리가 혼재되어있는 업무 환경에서 Database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입니다.

예를 들어 Database 가 Row-Format 으로만 되어있다면 집계성 쿼리를 위해 모든 데이터 블
록을 읽어야 하거나 OLTP 업무를 위한 인덱스 생성 외에 집계성 쿼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덱스를 추가로 생성해야 전체 업무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그림과 같이 In-Memory Solution 을 도입하여 시스템 메모리에 columnformat 도 같이 포함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Memory 구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쿼리의 표현식을 저장하여 쿼리의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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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Memory Database 아키텍처
In-Memory 영역은 AMM 및 ASMM 에 의해 관리 되지 않으며, SGA_MAX_SIZE 영역 내에서 SGA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In-Memory 영역은 크게 Columnar Data pool 과 Metadata pool 로 구성되어있으며, Columnar Data
pool 은 subpool 로 1 MB 씩 할당이 되고, Metadata pool 은 64 KB 씩 할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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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Column Store 는 4 가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In-Memory Storage Unit



Expression Statistics Store (ESS)



In-Memory Process Architecture



CPU Architecture : SIMD Vecto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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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n-Memory Storage Unit
In-Memory Storage Unit 은 IMCU (In-Memory Compression Unit), SMU (Snapshot Metadata
Unit), IMEU (In-Memory Expression Unit)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1. IMCU
IMCU (In-Memory Compression Unit)은 압축된 읽기 전용의 storage unit 이며, 하나 이상
의 컬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IMCU 는 IMCU 헤더와 CU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CU
헤더에 대한 설명은 CU 부분 다음에 있습니다.) IMCU 는 1 MB 씩 할당이 되며, 한 테이블
에 여러 IMCU 가 할당될 수 있고, 동일한 테이블에 할당된 IMCU 들의 컬럼들의 위치는 동일
합니다. 한 테이블의 INMEMORY 속성을 가진 컬럼을 하나의 IMCU 에 포함할 수 없다면 IMCU
에 저장되는 row 수를 적절히 분배하여 IMCU 당 거의 동일한 수의 행을 포함하여 여러 IMCU
에 컬럼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의 products 테이블의 5 개 컬럼이 모두 INMEMORY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IMCU 3 과 IMCU 4 는 모두 왼쪽부터 prod_id, prod_subcategory_id,
prod_category_id, supplier_id, prod_total_id 순이며, 컬럼들은 IMCU 내에 모두 항상 동
일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또한 IMCU 3 과 IMCU 4 에 포함된 row 의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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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U
CU (Column Compression Unit)은 단일 컬럼의 연속적인 저장 영역입니다. 모든 IMCU 에는
하나 이상의 CU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U 는 데이터를 ROWID 순서로 저장하며, 값은 코드
화되어 저장됩니다. 코드화된 값의 리스트와 최소, 최대값은 CU 의 헤더에 저장됩니다. 이
부분을 local dictionary 라고 합니다.

IMCU 헤더에는 IMCU 가 포함하고 있는 CU 들의 local dictionary 를 기반으로 한 In-Memory
Storage Indexes 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 수행시 이 In-Memory
Storage Indexes 로 필터 기능인 IMCU pruning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티션
pruning 과 유사합니다.) 만약 쿼리에서 WHERE prod_id > 14 ANS prod_id < 21 라는 구문에
대한 IMCU pruning 은 아래 그림과 같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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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SMU
SMU (Snapshot Metadata Unit) 은 IMCU 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와 트랜잭션 정보를 가지고 있
습니다. 각 IMCU 에 대하여 SMU 가 매핑되어있으며, SMU 는 오브젝트 수, 컬럼 수, 로우에
대한 매핑 정보와 트랜잭션 저널(transaction journal)이라는 DML 에 의해 처리된 로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트랜잭션저널에는 위 그림과 같이 DML 에 의해 처리된 rowid 를 기록하며, 트랜잭션저널에
기록왼 rowid 와 관련하여 read 가 필요할 때 읽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버퍼캐시와
- 8 -

IMCU 모두에서 읽어 들여 row 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추후에 IMCU 가 repopulation 되
어 최신화된다면, IMCU 로부터 "결합" 없이 직접 읽어들입니다.

2.1.4. IMEU
IMEU (In-Memory Expression Unit)는 IMCU 에 있는 컬럼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식에 대한
가상의 컬럼을 실체화해놓은 스토리지 컨테이너입니다. 여기에는 database 가 관리하는 숨
겨진 가상 컬럼인 IM Expression 과 유저가 지정한 가상 컬럼(Virtual Column)이 저장됩니
다.모든 IMEU 는 IMCU 와 일대일로 매핑되어있으며, IMCU 가 populate 될 때, IMEU 역시
populat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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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SS
ESS (Expression Statistics Store) 는 옵티마이저에 의해 관리되는 표현식에 대한 통계를
저장하는 레포지토리 입니다. ESS 는 SGA 와 disk 모두에 저장되며, IM column store 가 활
성화되면 비활성화될 수 없고, 영구적이고, IM column store 와 독립적입니다.
쿼리의 하드 파싱 단계에서 ESS 는 표현식을 찾으며, 실행빈도와 Cost, 타임스탬프 등의 통
계를 저장하여 옵티마이저에 의해 표현식이 "hot" 한지 평가된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이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식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피하여 성능 상의 이점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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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ROCESS (IMCO, Wnnn)
서버 프로세스는 쿼리 및 DML 을 수행하기 위해 IMCU 에 컬럼 데이터를 스캔하고, SMU 의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 합니다. 또한 population, repopulation 을 위해 백그라운드가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IMCO (In-Memory Coordinator)는 threshold-based repopulation, trikle repopulation 등의
Population, 및 Repopulation 작업을 시작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
드 프로세스입니다.
Wnnn (Space Management Worker Processes) 는 IMCO 가 시작시킨 population, repopulation
작업을 수행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입니다. population 하는 동안 Wnnn 프로세스는
IMCU, SMU, IMEU 를 생성합니다.

2.4. SIMD Vector Processing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는 단일 CPU 명령어로 컬럼의 값을 한 번에 비
교하는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ales 라는 테이블에서 promo_id 가 9999 인 값을
찾기 위해서 column-format 에서는 단일 명령어로 IMCU 에 있는 값들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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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 방식
Population
Population 이라는 용어는 Block 의 Row data 를 CU 와 같은 column 형식으로 바꾸어, 코드
화된 압축된 데이터로 저장하여 In-Memory 영역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priority 설정에
의해 IM Column Store 에 저장되며, 이는 IMCO 와 Wnnn 에 의해 수행됩니다.

Repopulation
IMCU 에 있는 데이터의 값이 변경이 되면 SMU 의 트랜잭션 저널에 데이터가 변경된 rowid
를 기록을 하며, 데이터 패치(fetch) 시 트랜잭션 저널과 버퍼캐시에 접근을 해야합니다.
변경된 데이터의 값이 많아져 쿼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MCO 와 Wnnn 백
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의해 repopulation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 패치(fetch) 시 직접적으
로 IMCU 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population

에는

priority 가

none

일

때

full

table

scan

에

의해

수행되는

Repopulation 이 있고, object access 와 무관하게 특정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Automatic Repopulation 이 있습니다. priority level 은 LOW < MEDUIM < HIGH < CRITICAL
이 있습니다.
Automatic Repopulation 에는 SMU 의 트랜잭션저널에 기록된 stale entry 들의 퍼센트를 기
준으로 동작하는 Threshold-based Repopulation 과 이를 보완하여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
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Trickle Repopulation 이 있습니다.
또한 IM Column Store 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압축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대
한 syntax 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MEMCOMPRESS < MEMCOMPRESS FOR

DML < MEMCOMPRESS FOR QUERY LOW < MEMCOMPRESS FOR

QUERY HIGH < MEMCOMPRESS FOR CAPACITY LOW < MEMCOMPRESS FOR CAPACITY HIGH

IM Expression & ESS
IM Expression 은 optimizer 에 의해 평가된 "hot" 한 표현식을 말하며, 물리적으로 실체화
되어 IMEU 에 가상의 컬럼(Virtual Column)으로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번의 Repopulation 하는 동안 IM Expression 을 식별하고 각각의 IMEU 에 추가하도록
유도하려면 IME_CAPTURE_EXPRESSIONS 를 사용합니다.

IME_CAPTURE_EXPRESSIONS 프로시저가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는 ESS 를 질의하여 IM Column
store 에 부분적으로라도 저장된 테이블에 대해 실행빈도와 COST 등을 기반으로 지정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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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과거 24 시간 또는 DB 생성 이후) 동안 가장 자주 사용된 표현식("hottest") 을 식별하
고 각 대상 테이블에 SYS_IME 로 시작되는 의 가상 컬럼 형태로 표현식을 추가합니다. 그리
고 다음 Repopulation 할 때 IMCU 와 동일하게 압축된 형태로 IMEU 에 추가됩니다. 또한
IMEU 에 포함된 컬럼에 DML 이 발생하면 Wnnn 프로세스는 해당 DML 이 발생한 row 에 대해
서 IMEU 를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INMERORY 속성의 세그먼트의 모든 IMCU 를 Repopulation
하고 IMEU 를 Repopulation 하기 보다는 해당 IMCU 를 Repopulataion 한 뒤 관련된 IMEU 를
Repopulation 합니다. IMEU 는 IMCU 가 Repopulation 한 뒤에 쿼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Join Group
Join Group 은 Data warehousing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테이블들의 더 빠른 스캔과 조인
성능을 향상시는 것을 목적으로 IM Column store 에 저장된 컬럼의 압축 해제와 column 값
을 hashing 하는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기능이 수행됩니다. join group 은 common
dictionary 라는 딕셔너리 코드를 이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common dictionary 는 컬럼에 조인 그룹이 정의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며 local
dictionary 로부터 만들어지는 테이블 레벨의 딕셔너리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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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Group 을 생성 시에 아래 문장과 같이 생성할 수 있으며, Join Group 에 포함되어있
는 컬럼들 간에 Common dictionary 를 기준으로 Re-encoding 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Repopulation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Oracle 은 테이블을 INMEMORY 설정 시에 Join Group 을 생성 후 INMEMORY 설정으로
Population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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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Column store 에 테이블이 저장되어있지만 Join group 이 정의 되어있지 않을 때는 다
음과 같이 Hash Join 이 수행됩니다.
1.

Build-side 테이블을 스캔하고 조건자에 해당하는 row 들을 압축 해제하여 hash
join (PGA 영역)에 row 들은 전달합나디.

2.

압축 해제 된 row 들을 가지고 hash table 을 만듭니다.

3.

Probe-side 테이블을 스캔하고 조건자로 필터링합니다.

4.

IMCU 로부터 매칭된 row 들을 압축해제하고 (이 경우 join group 이 없으므로) hash
join 테이블에 전달합니다.

5.

조인 컬럼을 사용하여 hash table 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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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Join group 이 정의되어있다면 데이터베이스는 CU 의 Local dictionary 로부터 Common
Dictionary 를 생성하여 Hash Join 시 사용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순서로 Hash Join 이 수
행됩니다.
1.

Build-side 테이블을 스캔하고 dictionary code 들을 hash join (PGA 영역) 에 전
달합니다.

2.

PGA 에서 common dictionary code 를 만듭니다.

3.

Probe-side 테이블을 스캔하고 조건자로 필터링합니다.

4.

hash join (PGA 영역)에 컬럼 데이터가 압축된 형태로 전달됩니다.

5.

hash 테이블을 찾는 데신 common dictionary 에 대응하는 값을 에서 찾습니다.

IM Aggregation
IM Aggregation 은 집계성 쿼리의 블록수를 최적화하고 큰 테이블로부터 작은 테이블들의
조인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큰 테이블을 스캔하는 것과 동시에 vector foin 과
group by 를 가능하게하여 CPU 사용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쿼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M Aggregation 은 Data Flow Operator (DFO) 라는 JOIN 수행시 별도의 중간 절
차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VECTOR GROUP BY 는 다음의 조건 하에 수행이 됩니다.


하나 이상의 dimension 에 fact 테이블이 join 되고 fact 테이블로부터 테이블을
집계할 때



dimension 과 fact 테이블이 오직 join 컬럼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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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OR GROUP BY 를 사용하기 위해 쿼리 힌트나 테이블에 힌트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VECTOR GROUP BY 집계 프로세스는 아래의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1.

각 dimension 테이블을 아래 순서로 순차적으로 처리

A. 유일한 밀집된 grouping key 를 찾기
B. KEY VECTOR 를 만듬
C. 임시 테이블 생성

2.

fact 테이블을 아래 순서로 처리

A. 이전 과정에서 생성된 KEY VECTOR 를 사용하여 모든 조인과 집계를 처리
B. 각 임시 테이블에 결과를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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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IM Aggregation 의 예시 입니다.
테이블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3 개의 테이블 모두 INMEMORY 속성으로 IM Column store
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하는 쿼리입니다.
SELECT

p.category, p.subcategory, g.country, g.state, SUM(s.amount)

FROM

sales_online s, products p, geography g

WHERE

s.geog_id = g.geog_id

AND

s.prod_id = p.prod_id

AND

g.state IN ('WA','CA')

AND

p.manuf = 'ACME'

GROUP BY category, subcategory, country, state

쿼리 수행시 IM Aggregation 기능을 통해 아래 절차대로 수행이 됩니다.
[geography table 에 대하여]
1-A. 유일하게 밀집한 grouping key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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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KEY VECTOR 생성

1-C. 임시 테이블 생성
CREATE TEMPORARY TABLE tt_geography AS
SELECT MAX(country), MAX(state), KEY_VECTOR_CREATE(...) dense_gr_key_geog
FROM geography
WHERE state IN ('WA','CA')
GROUP BY country, state

[products table 에 대하여]
1-A. 유일하게 밀짐된 grouping key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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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KEY VECTOR 생성

1-C. 임시 테이블 생성
CREATE TEMPORTARY TABLE tt_products AS
SELECT MAX(category), MAX(subcategory), KEY_VECTOR_CREATE(...) dense_gr_key_prod
FROM products
WHERE manuf = 'ACME'
GROUP BY category, subcategory

2-A. 이전 과정에서 생성된 KEY VECTOR 를 사용하여 모든 조인과 집계를 처리
- KEY VECTOR 쿼리 변환
SELECT

KEY_VECTOR_PROD(prod_id), KEY_VECTOR_GEOG(geog_id), SUM(amount)

FROM

sales_online

WHERE

KEY_VECTOR_PROD_FILTER(prod_id) IS NOT NULL

AND

KEY_VECTOR_GEOG_FILTER(geog_id) IS NOT NULL

GROUP BY KEY_VECTOR_PROD(prod_id), KEY_VECTOR_GEOG(geog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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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table 로부터 row filter

- sales_online table 로부터 filter 된 row

- Aggregation 배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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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시 테이블에 결과를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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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Memory 관련 Object
4.1. In-Memory View
아래 표는 In-Memory 설정과 관련된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View

설명

DBA_EXPRESSION_STATISTICS

IM Expression 사용 통계를 보여줍니다.

DBA_FEATURE_USAGE_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기능 사용 통계를 보여줍니다.

DBA_HEAT_MAP_SEGMENT

최근 엑세스된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DBA_ILMDATAMOVEMENTPOLICIES

데이터 movement 와 관련된 속성의 정보를 보여줍니
다.

DBA_IM_EXPRESSIONS

IM Exression 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DBA_JOINGROUPS

조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DBA_SEGMENTS

세그먼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DBA_TABLES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v$ACTIVE_SESSION_HISTORY

액티브 세션에 대해 샘플링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DIAGNOSTIC PACK license 필요)

V$HEAT_MAP_SEGMENT

실시간 세그먼트 액세스 정보를 보여줍니다.

V$IM_COLUMN_LEVEL

INMEMORY 구문으로 적용된 column level 의 정보에 대
해 보여줍니다.

V$IM_SEGMENTS

In-Memory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세그
먼트만 보여줌)

V$INMEMORY_AREA

in-memory 영역에 대해 할당 정보를 보여줍니다.

V$INMEMORY_FASTSTART_AREA

in-mmory faststart 영역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V$SGA

sga 영역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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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Memory Package
In-Memory 관련 패키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Package

Procedure
IME_CAPTURE_EXRESSIONS

Description
최근 가장 빈번하게 접근된 20
개의 표현식에 대해 캡처합니
다.

IME_DROP_ALL_EXPRESSIONS

SYS_IME 가상 컬럼을 drop 합니
다.

IME_POPULATE_EXPRESSIONS

캡처된 IM EXPRESSION 에 대해
강제로 population 합니다.

FASTSTART_ENABLE
DBMS_INMEMORY_ADMIN

IM faststart 를 활성화하고 테
이블스페이스를 지정합니다.

FASTSTART_DISABLE

IM faststart 를 비활성화합니
다.

FASTSTART_MIGRATE_STORAGE

IM faststart 데이터와
metadata 를 새 테이블스페이스
로 옮깁니다.

GET_FASTSTART_TABLESPACE

IM faststart 에 대해 현재 지
정된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보여줍니다.

IME_DROP_EXPRESSIONS

특정 SYS_IME 가상 컬럼을 drop
합니다.

POPULATE

특정 테이블을 강제로
populcation 합니다.

DBMS_INMEMORY

REPOPULATE

특정 테이블을 강제로
repopulation 합니다.

SEGMENT_DEALLOCATE_VERSIONS

REPOPULATION 하는 동안 가지고
있던 non-current IMCU 를 할당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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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Memory Database 조건 및 제약사항
최초 IM column store 를 설정할 때는 DB 재기동이 필요하며, 최초 설정 뒤에는 유연하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QL> startup pfile='/home/oracle/pfile.ora';
ORA-64353: in-memory area size cannot be less than 100MB
IM column store 는 최소 100 MB 이상 설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object 들은 IM Column store 에 population 될 수 업습니다.
- index
- index_organized table
- hash cluster
- sys 소유의 object 와 system 또는 sysaux 에 저장된 object

테이블에서 아래 컬럼 타입을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은 IM Column store 에 population 될
수 없습니다.
- Out-of-line 컬럼 (LOB 등)
- long 또는 long raw 타입의 컬럼
- 확장된 데이터 타입 컬럼

IM Aggregation 은 다음의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 두 큰 테이블의 조인
- 20 억 개이상의 디멘션
- 시스템에 충분한 메모리 공간이 없을 때

VECTOR GROUP BY 는 아래 상황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여러 dimension 또는 dimension 과 fact 테이블 간의 세미 조인과 안티 조인
- 여러 dimension 간의 equijoin
- distinct 함수를 사용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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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Memory Test
inmemory_size 파라미터 설정 및 pool 사이즈 확인
-- 현재 inmemory_size 확인
SQL> show parameter inmemory_size
NAME
TYPE
VALUE
--------------- ----------- -------inmemory_size big integer 200M

-- 유동적으로 증가 (현재 사이즈로부토 최소 128M 이상 사이즈로 증가 가능)
SQL> alter system set inmemory_size = 400m;
System altered.

-- 해당 파라미터는 유동적인 감소는 되지 않음
SQL> alter system set inmemory_size = 300m;
alter system set inmemory_size = 300m
*
ERROR at line 1:
ORA-02097: parameter cannot be modified because specified value is invalid
ORA-02095: specified initialization parameter cannot be modified

-- 현재 할당된 inmemory 영역 및 사용량 확인
SQL> select pool, alloc_bytes/1024/1024 alloc_mb,
populate_status from v$inmemory_area;

used_bytes/1024/1024

POOL
ALLOC_MB
USED_MB POPULATE_STATUS
---------- ---------- ---------- --------------1MB POOL
319
31 DONE << IMCU Data 영역
64KB POOL
64
4 DONE << IMCU Metadata 영역

- 26 -

used_mb,

inmemory 영역 사용 plan 확인
-- 기존 plan 확인
SQL> set lines 120
SQL> set pages 10000
SQL> set long 999999
SQL> alter session set statistics_level=all;
Session altered.
SQL>
SELECT cust_id, cust_last_name, cust_first_name
FROM sh.customers
WHERE cust_city = 'Hyderabad'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AND cust_year_of_birth > 1960;
CUST_ID
---------6284
12515
39514
33292
33284
27062

CUST_LAST_NAME
---------------------------------------Hummer
Oppy
Ready
Weston
Grigsby
Patterson

CUST_FIRST_NAME
-------------------Liane
Linette
Theodric
Theodric
Thatcher
Thatcher

SQL> SELECT * FROM TABLE(DBMS_XPLAN.DISPLAY_CURSOR(FORMAT=>'+ALLSTATS'));
PLAN_TABLE_OUTPUT
----------------------------------------------------------------------------------------------------------------------SQL_ID 1vgx6k9n9smt7, child number 0
------------------------------------SELECT cust_id, cust_last_name, cust_first_name FROM sh.customers WHERE
cust_city = 'Hyderabad'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AND
cust_year_of_birth > 1960
Plan hash value: 2008213504
----------------------------------------------------------------------------------------| Id | Operation
| Name
| Starts | E-Rows | A-Rows | A-Time | Buffers |
----------------------------------------------------------------------------------------|
0 | SELECT STATEMENT |
|
1 |
|
6 |00:00:00.01 |
1474 |
|* 1 | TABLE ACCESS FULL| CUSTOMERS |
1 |
2 |
6 |00:00:00.01 |
1474 |
-----------------------------------------------------------------------------------------

Predicate Information (identified by operation id):
--------------------------------------------------1 - filter(("CUST_CITY"='Hyderabad' AND "CUST_YEAR_OF_BIRTH">1960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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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ic statistics used: dynamic sampling (level=2)
-- 테이블 inmemory 속성 변경
SQL> ALTER TABLE SH.CUSTOMERS INMEMORY;
-- population 확인
SQL>
SELECT SEGMENT_NAME, POPULATE_STATUS
FROM V$IM_SEGMENTS
WHERE SEGMENT_NAME = 'CUSTOMERS';
no rows selected << Priority 가 NONE 이므로 Full Table scan 을 해야 inmemory 영역으로
population 됨
-- 변경된 plan 확인
SQL>
SELECT cust_id, cust_last_name, cust_first_name
FROM sh.customers
WHERE cust_city = 'Hyderabad'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AND cust_year_of_birth > 1960;
CUST_ID
---------6284
12515
39514
33292
33284
27062

CUST_LAST_NAME
---------------------------------------Hummer
Oppy
Ready
Weston
Grigsby
Patterson

CUST_FIRST_NAME
-------------------Liane
Linette
Theodric
Theodric
Thatcher
Thatcher

SQL> SELECT * FROM TABLE(DBMS_XPLAN.DISPLAY_CURSOR(FORMAT=>'+ALLSTATS'));
PLAN_TABLE_OUTPUT
----------------------------------------------------------------------------------------------------------------------SQL_ID 1vgx6k9n9smt7, child number 1
------------------------------------SELECT cust_id, cust_last_name, cust_first_name FROM sh.customers WHERE
cust_city = 'Hyderabad'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AND
cust_year_of_birth > 1960
Plan hash value: 2008213504
-------------------------------------------------------------------------------------------------| Id | Operation
| Name
| Starts | E-Rows | A-Rows | A-Time | Buffers |
-------------------------------------------------------------------------------------------------| 0 | SELECT STATEMENT
|
|
1 |
|
6 |00:00:00.01 |
12 |
|* 1 | TABLE ACCESS INMEMORY FULL| CUSTOMERS |
1 |
2 |
6 |00:00:00.01 |
12 |
--------------------------------------------------------------------------------------------------

Predicate Information (identified by operation id):
--------------------------------------------------- 28 -

1 - inmemory(("CUST_CITY"='Hyderabad' AND "CUST_YEAR_OF_BIRTH">1960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filter(("CUST_CITY"='Hyderabad' AND "CUST_YEAR_OF_BIRTH">1960 AND
"CUST_INCOME_LEVEL" LIKE 'C%'))
Note
----- dynamic statistics used: dynamic sampling (level=2)
-- populataion 상태 확인
SQL>
SELECT SEGMENT_NAME, POPULATE_STATUS
FROM V$IM_SEGMENTS
WHERE SEGMENT_NAME = 'CUSTOMERS';
SEGMENT_NAME POPULATE_STAT
------------- ------------CUSTOMER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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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emory priority 및 compress level 확인 및 변경
-- 현재 속성 확인
SQL> ALTER TABLE sh.sales INMEMORY;
Table altered.
SQL>
select
owner,
segment_name,
inmemory_compression from v$im_segments;
OWNER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EGME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PARTITION_NAME
-----------------------------SALES_Q4_1999
SALES_Q1_2001
SALES_Q1_1999
SALES_Q2_2000
SALES_Q2_1998
SALES_Q3_2001
SALES_Q3_1999
SALES_Q4_2000
SALES_Q4_1998
SALES_Q1_2000
SALES_Q1_1998
SALES_Q2_2001
SALES_Q2_1999
SALES_Q3_2000
SALES_Q3_1998
SALES_Q4_2001

partition_name,

inmemory_priority,

INMEMORY INMEMORY_COMPRESS
--------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NONE
FOR QUERY LOW

16 rows selected.
SQL>
select owner, segment_name, partition_name, bytes orig_size,
inmemory_size in_mem_size, populate_status status,
round(bytes / inmemory_size, 2) comp_ratio
from v$im_segments
order by inmemory_size
OWNER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EGME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PARTITION_NAME
ORIG_SIZE IN_MEM_SIZE STATUS
COMP_RATIO
----------------- ---------- ----------- ------------- ---------SALES_Q4_1999
811008
1310720 COMPLETED
.62
SALES_Q4_2001
958464
1310720 COMPLETED
.73
SALES_Q1_1999
843776
1310720 COMPLETED
.64
SALES_Q2_2000
720896
1310720 COMPLETED
.55
SALES_Q2_1998
466944
1310720 COMPLETED
.36
SALES_Q3_2001
892928
1310720 COMPLETED
.68
SALES_Q3_1999
860160
1310720 COMPLETED
.66
SALES_Q4_2000
745472
1310720 COMPLETED
.57
SALES_Q4_1998
647168
1310720 COMPLETED
.49
SALES_Q1_2000
802816
1310720 COMPLETED
.61
SALES_Q1_1998
581632
1310720 COMPLETED
.44
SALES_Q2_2001
843776
1310720 COMPLETED
.64
SALES_Q2_1999
712704
1310720 COMPLETED
.54
SALES_Q3_2000
778240
1310720 COMPLETED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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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H

SALES SALES_Q3_1998
SALES SALES_Q1_2001

671744
827392

1310720 COMPLETED
1310720 COMPLETED

.51
.63

-- 변경된 속성 확인
SQL> alter table sh.sales inmemory no memcompress;
SQL>
select owner, segment_name, partition_name, inmemory_priority, inmemory_compression
from v$im_segments;
OWNER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EGME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PARTITION_NAME
-------------------SALES_Q4_1999
SALES_Q1_2001
SALES_Q1_1999
SALES_Q2_2000
SALES_Q2_1998
SALES_Q3_2001
SALES_Q3_1999
SALES_Q4_2000
SALES_Q4_1998
SALES_Q1_2000
SALES_Q1_1998
SALES_Q2_2001
SALES_Q2_1999
SALES_Q3_2000
SALES_Q3_1998
SALES_Q4_2001

INMEMORY INMEMORY_COMPRESS
--------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NONE
NO MEMCOMPRESS

16 rows selected.

SQL>
2
3
4
5
OWNER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H

select owner, segment_name, partition_name, bytes orig_size,
inmemory_size in_mem_size, populate_status status,
round(bytes / inmemory_size, 2) comp_ratio
from v$im_segments
order by inmemory_size;
SEGME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PARTITION_NAME
ORIG_SIZE IN_MEM_SIZE STATUS
COMP_RATIO
-------------------- ---------- ----------- ------------- ---------SALES_Q2_1998
466944
1310720 COMPLETED
.36
SALES_Q4_2001
958464
2359296 COMPLETED
.41
SALES_Q1_1999
843776
2359296 COMPLETED
.36
SALES_Q2_2000
720896
2359296 COMPLETED
.31
SALES_Q3_2001
892928
2359296 COMPLETED
.38
SALES_Q3_1999
860160
2359296 COMPLETED
.36
SALES_Q4_2000
745472
2359296 COMPLETED
.32
SALES_Q4_1998
647168
2359296 COMPLETED
.27
SALES_Q1_2000
802816
2359296 COMPLETED
.34
SALES_Q1_1998
581632
2359296 COMPLETED
.25
SALES_Q2_2001
843776
2359296 COMPLETE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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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SH
SH
SH
SH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

SALES_Q2_1999
SALES_Q3_2000
SALES_Q3_1998
SALES_Q4_1999
SALES_Q1_2001

712704
778240
671744
811008
82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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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296
2359296
2359296
2359296
2359296

COMPLETED
COMPLETED
COMPLETED
COMPLETED
COMPLETED

.3
.33
.28
.34
.35

inmemory tablespace 생성
-- inmemory tablespace 생성 및 test table 생성
SQL> create tablespace imtest datafile '/oradata/orcl1/imtest01.dbf' size 40m default
inmemory;
SQL> alter user hr quota unlimited on imtest;
SQL> create table hr.emp as select * from hr.employees;
SQL>
select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pool, inmemory, inmemory_priority,
inmemory_compression
from dba_segments
where segment_name = 'EMP';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 INMEMORY INMEMORY INMEMORY_COMPRESS
--------------- ------------ ----- ------- -------- -------- ----------------USERS
EMP
65536 DEFAULT DISABLED
-- inmemory tablespace 로 test table move
SQL> alter table hr.emp move tablespace imtest;
select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pool, inmemory, inmemory_priority,
inmemory_compression
from dba_segments
where segment_name = 'EMP';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 INMEMORY INMEMORY INMEMORY_COMPRESS
--------------- ------------ ----- ------- -------- -------- ----------------IMTEST
EMP
65536 DEFAULT DISABLED << 기존 table 속성 변화 없음
-- 해당 tablespace 에 test table 생성
SQL> create table hr.emp_im tablespace imtest as select * from hr.employees;
SQL>
select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pool, inmemory, inmemory_priority,
inmemory_compression
from dba_segments
where segment_name in ('EMP','EMP_IM');
TABLESPACE_NAME SEGMENT_NAME BYTES BUFFER_ INMEMORY INMEMORY INMEMORY_COMPRESS
--------------- ------------ ----- ------- -------- -------- ----------------IMTEST
EMP
65536 DEFAULT DISABLED
IMTEST
EMP_IM
65536 DEFAULT ENABLED NONE
FOR QUERY LOW
<< move 한 table 과 달리 생성한 table 은 inmemory 속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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