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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커 

2016 . 12 . 01 설립 

대표이사 황 인 서

CHEQUER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 2차 1401호 

02- 338-1876

CONTACT

TO MAXIMIZE DATA BUSINESS  
PRODUCTIVITY

우리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끄는 회사 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여러분의 데이터 업무 생산성을 혁신  

시키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끌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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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책임, 권한, 소통, 보상  

5가지 핵심 가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토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적극

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소프트

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 문화

데이터 업무를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 업무를 더욱 빠르게 

데이터 업무를 더욱 즐겁게

미션

(주) 체커는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이뤄진 회사 입니다. 

Database, Software Localization,  

Global Payment, Software Product 

Line 등 다양한 영역의 소프트웨어 전문성

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DevOps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룹

비전

Maximize Data Business Productivity 

기업의 데이터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 하자

COMPANY INTRODUCTION

VISION / MISSION / CULTURE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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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뷰, 인덱스, 트리거, 함수  

등 수십가지의 데이터베이스 개체

를 정리된 형태로 볼순 없을까?

01

테이블명, 필드명, 함수명 등  

수많은 개체의 이름을 

외우지 않고 사용할수는 없을까?

02

동시에 여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까?

03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없이 간

편하고 빠르게 데이터베이스에 접

속할 순 없을까?

04

동시에 여러 SQL을 실행하고 결과

를 한 화면에서 볼 순 없을까?

05

SQL, PL/SQL 작성도 하면서 데이

터베이스 백업, 모니터링까지 지원

되는 도구는 없을까?

06

기업의 핵심 자산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시나요?  

아직도 기능이 부족한 무료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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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개발 통합 소프트웨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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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HISTORY

SQLGate for  

PostgreSQL Developer 출시

SQLGate for Sybase 
SQLGate for Tibero 출시

(주) 체커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주문 시스템 출시

SQLGate for Oracle Developer 

SQLGate for SQL Server Developer 

SQLGate for MySQL Developer 

SQLGate for MariaDB Developer 출시

SQLGate for Oracle Standard 출시

SQLGate for MSSQL Standard 

SQLGate for MySQL Standard 

SQLGate for Oracle Standard 

SQLGate for MSSQL Professional 출시

2003 2004 2007 2010 2013 2014

SQLGate 2007 for Oracle  Express 출시

SQLGate 2007 for Oracle Developer 출시

SQLGate 2010 for Oracle 

SQLGate 2010 for SQL Server 

SQLGate 2010 for MySQL 출시

2017 2018

SQLGate for DB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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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ASONS TO PURCHASE SQLGATE

금융, 공공, 제조, IT 등 국내 2,000

여 고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검증한 

데이터베이스 개발/관리 도

구 입니다.

1

테이블, 뷰, 함수, 트리거, 프로시저 

자동완성 및 SQL 템플릿 기능을 제

공합니다.

자동 완성과 템플릿 기능으로 

업무 생산성을 눈부시게 향상

시킵니다.

2

개발팀은 국내 최고의 데이터

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기

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즐겁게 

사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능

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10

그리드의 필터, 정렬, 그룹핑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엑셀 동일한 그리드 복사, 

붙여넣기, 합계, 통계 기능을 제공합

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이 가능합니다.

4

4종 테마 제공 및 그리드 컬러 설정 

등 다양한 UI 옵션을 사용자가 원하

는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UI를 

제공합니다.

3

트리뷰, 텍스트, 순서도 등 다양한 결

과 뷰를 통해 실행계획을 분석할 수 

있으며 “실행 계획 개체보기” 기능을 

통해 실행계획 내부의 개체 또한 분

석할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6

데이터베이스의 수많은 개체들을 템

플릿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개체 보고서를 단 몇분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

이스 모니터링 등 DBA/개발자/데이

터 사이언티스트 모두가 필요로 하

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모든 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입니다.

9

AWS, Azure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

반 데이터베이스 지원 및 효율적인 

DevOps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가

장 적합한 제품 입니다.

8

전용 PL/SQL 디버거 수준의 디버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시저, 패키지, 함수에  중단점을 

설정하고 매개변수나 중단시점의 변

수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SQL 전용 편집기 및 디버

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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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DATABASE  &  SYSTEM REQUIREMENTS

최소 하드웨어 사양

OS 

Microsoft Windows XP 이상 

CPU 

Pentium 4 이상 

RAM 

1GB 이상 

HDD 

500MB 이상

지원 데이터베이스 지원 버전

MySQL 4.0 이상

SQL Server 2005 이상 

Oracle 8i 이상

Tibero5 이상

PostgreSQL 9.7 이상 

MariaDB 5.0 이상

DB2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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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FEATURES (1)

FEATURE 02FEATURE 01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없이 직접 연결 지원 SQL 실행 기록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추가 설치 없이 직접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 정보별 색상 지정 및 그룹별 관

리가 가능합니다. 

실행한 SQL 기록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클라우

드 연동을 통해 그룹간/조직간 SQL 실행 기록 공유 및 SQL 북마크 

공유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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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FEATURES (2)

FEATURE 04FEATURE 03

개체 탐색기 / 개체 퀵 패널 완벽한 한글 지원 및 6개 언어 지원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개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

는 SQLGate 개체 탐색기는 다른 어떠한 경쟁제품보다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SQL을 작성하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개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 퀵 패널 또한 제공됩니다. 

외산 솔루션들과 달리 SQLGate는 모든 요소와 메시지가 한글로 제

공됩니다. 또한 해외 지사 / 해외 사용자들을 위한 6개 언어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언어 : 중국어 간체,번체 / 일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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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FEATURES (3)

SQL 자동완성 쿼리 동시 실행 지원

테이블/뷰/함수/트리거 등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개체를 자동으로 

색인하고 추천해 줍니다.

편집기에 있는 모든 쿼리를 동시에 실행한 후 각 쿼리 결과에 최적화

된 화면을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FEATURE 06FEATUR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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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FEATURES (4)

SQL 추출, 생성, 자동 정렬 기능 테마

정렬 옵션을 통해 수백 라인의 SQL도 쉽고 빠르게 정렬할 수 있습니

다. DML/DDL 추출기능 제공 뿐만 아니라 쿼리 빌더를 사용하면 복

잡한 T-SQL을 단 몇 초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4가지 테마 중 선호하는 테마를 적용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

습니다.

FEATURE 08FEATURE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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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데이터 그리드 템플릿 기반 보고서 생성 기능

SQL 실행결과가 표시되는 그리드는 엑셀과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필터링, 소팅, 그룹핑을 통해 데이터 결과를 변

환할 수 있으며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데이터 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테이블/뷰/동의어/프로시저/트리거/인덱스를 비롯해 13가지의 데

이터베이스 객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보고서 디자인을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SQLGATE MAIN FEATURES (5)

FEATURE 10FEATURE 09



�18

SQLGATE MAIN FEATURES (6)

PL/SQL 에디터 PL/SQL 디버거

함수/프로시저/패키지를 쉽고 빠르게 생성/편집할 수 있는 PL/SQL 

전용 에디터를 제공합니다.

함수/프로시저/패키지를 줄단위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을 

통해 해당 시점의 변수나 매개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ATURE 12FEAT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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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FEATURES (7)

실행 계획 ER 디자인

SQL 편집기에서 실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텍스트, 순서도 형태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실행계획 내에 있

는 개체를 클릭하여 상세 분석할 수 있는 기능또한 제공됩니다.

역 공학을 통해 ERD(Entity Relational Diagram)를 생성하고 편집

할 수 있으며 ERD 출력,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FEATURE 14FEATURE 13



�20

SQLGATE COMPETITIVE EDGE (1)

TOAD VS SQLGATE VS ORANGE

기능 SQLGate Toad Orange

일반

유니코드 (UTF8) O O O

트리형 개체패널 O X O

한글 지원 O X X

언어 지원 7개 국어 지원  

(한국어/영어/일본어/독일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
영문 영문

테마지원 4가지 테마 지원 (Light/Blue Light/Dark/Dark Gray) 미지원 미지원

지원  DBMS Oracle / SQL Server / MySQL / MariaDB / DB2 / 
Tibero / PostreSQL

Oracle / SQL Server / DB2 Oracle / SQLServer / DB2 / Sybase / 
Tibero

연결

클라이언트 없이 직접 연결 지원 O X X

연결 히스토리 저장 O O O

세션별 색상지정 O X O

SQL 에디터

멀티쿼리 실행 O O O

SQL 자동저장 및 자동복구 O X X

SQL 실행계획 O O O

SQL 자동완성 테이블/뷰/필드/함수/트리거/프로시저 테이블/뷰 테이블

SQL 기록 (히스토리 저장) O O X

하위 SQL만 실행 O O X

가격 1User 기준 90만원 고가 (200~300만원) 고가 (180-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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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COMPETITIVE EDGE (2)

TOAD VS SQLGATE VS ORANGE

기능 SQLGate Toad Orange

PL / SQL

한 단계식 코드 실행 O O O

프로시저 단위 실행 O X O

예외지점까지 실행 O O O

개체 탐색기 개체 조회 / 생성 / 수정 / 필터링 O O O

관리자 / 도구

개체 권한 / 스크립트 생성 O O O

쿼리빌더 O O O

보안관리자 O O O

분석관리자 O O X

PL / SQL 암호화 도구 O O X

리포트 생성 O X O

기술 지원

업데이트 주기 2-3주 3-6개월 2-6개월

긴급기술지원 및 원격지원 O X X

기능 개선 제안 및 버그리포팅 시스템 O X X

가격 1User 기준 90만원 고가 (200~300만원) 고가 (180-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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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d SQLGate Orange

• * 사용자 의견을 제품에 적극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제품 

• * 가장 빠른 신규 데이터베이스 지원 

• * 현존하는 최고의 UI/UX

TOAD VS SQLGATE VS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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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MAIN CLIENTS

제조/금융/공공/방송/통신 등  

국내 2,000곳 이상의 기업 에서 

SQLGate 도입

누적 라이선스 발급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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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GATE PRICE

유지보수 라이선스

DBMS 1 User 당 가격

MySQL

100,000원
MariaDB

Oracle

180,000원

DB2

SQL Server

Tibero

PostgreSQL

SQLGate Suite 
(7개 제품 통합)

360,000원

신규 라이선스

DBMS 1 User 당 가격

MySQL

500,000원
MariaDB

Oracle

900,000원

DB2

SQL Server

Tibero

PostgreSQL

SQLGate Suite 
(7개 제품 통합)

1,800,000원

신규 구매 1년 이후부터는 유지보수 라이선스를 통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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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SQLGATE

02-338-1876 (내선1)

Purchase

www.SQLGate.com/store

Online Store

180만원 / 1User

Suite

90만원 / 1User

Oracle

90만원 / 1User

SQL Server

90만원 / 1User

Tibero

90만원 / 1User

DB2

50만원 / 1User

MySQL

50만원 / 1User

MariaDB

90만원 / 1User

PostgreSQL

www.SQLGate.com 에서  

제공되는 무료 체험판을 사용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