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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BMS시장상황_국내DBMS 시장규모 (1/2) 1. 시장 현황

국내 DBMS 시장 2026년 1조 500억원 규모로 성장 예상.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필요성 多

국내 DBMS 시장 규모

단위 : Million $

세계DBMS 성장률대비저조한성장률예상, 2.4%성장예상

- 2023년 기준, 시장 규모 증가분은 전년 대비 약 300억수준으로 예상

- 세계 기준 대비 국내 점유율은 ’21년 1.1%에서 ’26년 0.7%으로 하락 예상

→ 글로벌 트렌드인 클라우드로 전환 부족으로 성장률 정체

국내 DBMS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시장 규모

단위 : Million $

정부주도하에클라우드로의전환가속화예상

- 클라우드연평균성장률22.3%, 온프레미스는마이너스성장률예상

- 기업들의클라우드투자비중↑ (’21년43%, ’22년51%)

- 클라우드고도화로인해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로의확장가속

644 640 652 653 639 612 

71 95 117 140 164 193 

2021 2022(p) 2023(p) 2024(p) 2025(p) 2026(p)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클라우드

CAGR

22.3%

온프레미스

CAGR

-1.0%

434 446 467 482 488 489 

280 288 302 311 315 316 

2021 2022(p) 2023(p) 2024(p) 2025(p) 2026(p)

Lic
MA

CAGR 2.4%

714 735 769 793 803 805
714 735 769 793 803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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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BMS시장상황_DBA 관리관점 (2/2) 1. 시장 현황

DBMS 관리에 있어 복잡성, 다양성이 증가 모니터링 중요성 증가

DBA DBMS 관리 과제 인당 관리 DB/인스턴수 수

크고 다양한데이터 관리

9 3

모름

상태/성능 분석

서비스 통합

성능 개선

[ Source: 2020-trends-in-database]

10개 이상

10개 미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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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ibero 시장상황 1. 시장 현황

1,200+

Tibero 고객사 수
(’22.07 기준)

8,000+

Tibero 전체 레퍼런스 수
(’22.11 기준)

제조 〮 공공 〮 금융 등

국내 주요 그룹사,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 핵심업무에 Tibero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적용이 대폭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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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ibero 시장상황 1. 시장 현황

공공 의료

글로벌
기업

금융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도입

선진치안업무약35개업무도입

KJCCS(지휘통제체계) 3-way 양방향
Tibero 동기화

모든업무Tibero 전환진행중

(‘22넌현재1,030여개완료)

DBMS 다변화프로젝트

Modernization 서비스25개시스템
전환진행중

통합의료정보시스템(P-HIS) 구축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LIS, MIS) 구축

웹기반통합의료정보시스템구축

[우리은행] 글로벌모바일뱅킹등

[우리카드] 디지털채널시스템등

마이데이터/ 채권관리시스템 등

상품관리, 일반계약등계정계도입

전사시스템(계정계, 채널계) 전환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글로벌전자금융등

[신한카드] 초개인화 / PanPAY 등

지방세 등 Mission Critical/대용량 업무에 사용중인 DB의 성공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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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적특장점 -개요 2. SysMasterDB 특장점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초 단위 추이 분석으로

장애 사전 예측/예방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웹 기반 솔루션

최소한의 부하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

가볍고!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영관리자관점의 “정확하고세밀한모니터링및분석지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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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적특장점 -비교우위 2. SysMasterDB 특장점

관리 최적화 고성능 보장 고객지향 빠른 응대

 Tibero 에 최적화된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사용

Tibero 와의 완벽 호환

 수집/대기 지표의 명확성 보장

 Tibero 특화 SQL TRACE 수집

기능으로 0.1초 이상 수행된 모

든 SQL 수집/관리

 최적화된 DB설계 방식으로 Data 

보유 기간에 관계 없는 일정한 성

능 보장

 Tibero 특화, Hyper SQL을

Repository DB 사용으로, 

적재 DB 성능 최적화 지원

 전문인력 배치로 요구사항에 대

한 빠른 지원

 SysMaster 전문 UX 인력 보유

 사용성 및 요구사항 관리 관련 연

구소 로드맵 운영

 전문인력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

고 정확한 응대 지원 (Tibero, 

Hyper SQL, SysMas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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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품적특장점–대표화면 2. SysMasterDB 특장점

“Tibero 성능관리에 최적화된” 전용 Monitoring 솔루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감시 및 가동정보 수집, 진단, 분석, 성능 관리 기능 제공

 SysMasterDB 는실시간 감시 및 가동정보의 수집, 정밀 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가용성 및 성능을 효율적으로 관리

 Pro-Active한 모니터링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 애플리케이션의 병목 현상을 효과적으로 분석

 다양한 성능데이터를 저장하여 명확한 분석 자료를 제공

Dashboard Real-time Monito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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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키텍쳐적특장점 2. SysMasterDB 특장점

“데이터성능관리에최적화된”대규모시스템모니터링아키텍쳐

*TPM : Tibero Performance Monitoring

관제 DB의 수가 증가 하면 “Collect Module + HyperSQL” 를 증가시키며 모니터링 가능한 아키텍처 설계 방식

실시간 데이터

DB
Master

T
P
M

A
G
E
N
T

TPM
Agent

Collect 
Module

Hyper
SQL

적재 데이터

1분

DataBase

DataBase

DataBase

*

*HyperSQL : 수집정보 저장/관리

웹 GUI 통한 DB 관리/제어 모니터링

 Web UI

유연한 확장
가능 영역

실시간 수집/적재 정보로
UI 정보 생성

 DB Master
TPM으로 받은 정보,직접 수집 정보를
HyperSQL에 저장

 Collect Module
Tibero에 최적화된 고성능 데이터 수집기
초단위 수집으로 실시간 수준의 정밀 분석 가능

 TPM Agent

Web U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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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ysMasterDB주요기능 3. 주요기능

세부 특징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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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ashBoard 3. 주요기능

Instance Health

Registered Instance

Top 5 Instances Alert List Bar
 설정된 Alert 기준에 따른

실시간 Alert 확인

 인스턴스 상태를
5가지 단계로
한눈에 인지 하도록 표기

 항목 별 상위 5개 인스턴스
항목 : Lock Count, 

Memory, CPU, 
Active Session

 Health 값에 따라
정보를 색구분으로 제공

 인스턴스 그룹의
CPU, 메모리,
Session 정보를 표기

Bookmark Chart

관제 DB인스턴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즉각적 장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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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alTime 3. 주요기능

Single/Multi Instance Monitoring Session Monitoring

SQL Detail Server Monitoring

 Single/Multi 인스턴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여러 타입 차트로 제공

 특정 SQL상세 정보 제공
(Wait 정보, 수행 이력 등)

 session 별 Logical Reads, 
Physical Reads, 
Execute Counts, 
Hard Parse 등 세션성능
판단에 필요한 통계 정보

 OS Level 의
CPU, Memory의
Resource 사용량과
Process의
CPU, Memory 사용량
정보 제공

싱글 또는 다수 DB의 One-Shot 모니터링



Realtime - Single/Multi Instance Monitoring
Chapter 3

Single Instance Monitoring Multi Instance Monitoring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와 그래프 및 UI형태로 Customizing 하여 화면을 구성

Line

Bar

Area

Pie

Stack Bar

실시간 데이터를 다양한 차트와 User별 UI로 구성



Realtime - Session Monitoring/Detail
Chapter 3

 Session 별 Logical Reads, Physical Reads, Execute Counts, 
Hard Parse등 통계 정보 제공

 설정 정보 별 직관적 Color정보로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  Session에 대한 Detail한 성능 분석

 Session 상세, Wait Event, SQL Full Text, Plan Tree, Stat 정보
 [Drill Down] Session Detail 분석 연계

 [Kill Session] 빠른 Session kill 지원

세션 성능 판단에 필요한 통계 정보 제공

Session Detail

Session Monitoring



Realtime - SQL Detail
Chapter 3

 SQL에 대한 Detail한 성능 분석

 Session 상세 정보, Wait Event, SQL, SQL Full Text, Plan 
Tree, Stat 정보

Summary

Execute Count

Physical Reads

Logical Reads

Plan History

SQL Trace

1 2 3 4 5 6

 Stat 지표 및 Wait Event 리스트, Wait Time 확인

 1분 단위의 Execute Count를 차트 형태로 확인

 1분 단위의 Physical Reads를 차트 형태로 확인

 1분 단위의 Logical Reads를 차트 형태로 확인

 SQL 수행 이력(Trace 정보)을 확인

 같은 쿼리에 대해 Plan 버전 별 비교

SQL의상세정보의집중적이고세밀한분석



Realtime - Server Monitoring
Chapter 3

프로세스 리소스 상태 모니터링

CPU Monitoring Current Process Usage

 User, System 영역별, 
현재 총 CPU 사용량 정보

Memory Monitoring

 전체 Memory 크기와
현재 Memory 사용량 정보

 Process, CPU 및 Memory 
Resource 사용량 정보

 Auto Refresh기능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



Realtime –Tablespace/File/Temp/Undo Usage
Chapter 3

Tablespace Usage File Usage

Undo Usage

Current Tablespace Usage

Last 24 hours history Segment Size

모니터링 대상의 Tablespace 사용량과 상태 정보

현재의 사용량/변화율 정보 Type별 Segment Size 정보 Tablespace의 데이터 파일 단위의 사용량I/O 정보 제공

 비효율적 실행계획, SQL Statement 오류로 Temp Tablespace를 사용하는 Session 정보

 Commit 이나 Rollback 을 통해 Transaction을 종료 시키지 않고 있는 Session 정보

테이블, File I/O, Temp, Undo 사용량 정보 제공

Temp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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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nalysis 3. 주요기능

과거 상황 성능 지표 및 분석 화면 제공으로 적극적 장애 분석 가능

Top N PerformancePerformance Trend

Heatmap Trend Changed Plan Analysis

 일정 기간 동안
CPU, Memory Resource, 
DB Active Session, 
Wait Event 별 추이 분석

 정밀 성능, 장애 분석 지원

 Resource 사용량을
도식화 하여 한 눈에 확인

 장기간 동안의 카테고리별 리
소스 Top-N 통계 분석

 SQL성능 분석 지원

 지정한 기간 동안에 변경된
SQL Plan에 대해 비교 분석



Analysis - Performance Trend
Chapter 3

기간별 Instance의 System 성능 지표 분석

 선택한 분석 기간 동안
CPU, Memory, Running Session Count, Wait Event의
추이를 한눈에 분석

 Session 별 CPU 사용량, Stat, Wait Event, Wait 등 상세 분석 정보

 리소스 사용 분석을 Snapshot, Top Process, Session, SQL, ALL SQL, 
Lock Tree, Wait Detail로 제공

 DB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응답시간을 CPU Time + Wait Class 로
제공

 (활용예 ) 연동된 Performance Trend로 문제구간의 초 단위 상세 정보 확인

Performance Trend

Time Slice



Analysis - Top N Performance
Chapter 3

정밀한 데이터 기반으로 Top N 영향도 분석 제공

 Wait Time, Disk I/O block의 수, Redo Entries 등 8가지 항목별로
분석 차트 제공

 (활용예 ) 가장 오래 수행된 Schema을 클릭 하면 해당 Schema가
수행한 SQL 내역 확인 가능

 m/s데이터를 통하여 Wait Class 및 Stat 기반의 Top SQL List 제공

 분 단위 /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상황에 맞는 분석기간 설정
기능 제공



Analysis - Heatmap Trend
Chapter 3

장기간 성능 Trend 를 Heatmap 으로 한 눈에 파악

 Heatmap 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 Trend 를 쉽게 파악
장기간 성능 Trend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

 특정 부하 시점에 대한 Performance Trend 
시점 분석과 Top N 영향도 분석 기능으로 연계 지원

TOP N AnalysisPerformance Trend Analysis



Analysis - Changed Plan Analysis
Chapter 3

성능 저하 SQL의 Plan 변경 이력 비교 정보 제공

 SQL문에 대한 전체 구문 표시

 Plan 비교, Plan Tree(Text) 형태로 비교 항목 제공
 문제 SQL 발견 시 실행계획의 변경이력을 조회하여

성능 문제 원인 파악

 (활용예 )튜닝 결과 적용 후의 개선 효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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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ysMasterDB지향점 5. 맺음말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SysMasterDB제품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

아래의연락처로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www.tmaxtibero.com/main.do
mailto:partner@tm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