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렉트 select
비즈니스 관리 페이지를 쉽게 만들고,  
팀 생산성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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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CRM 
고객 프로필/히스토리 관리

셀렉트는 서비스/고객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고 관리하는 툴입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셀렉트가 무엇인가요?”

지표 대시보드

CMS 
상품 및 콘텐츠 관리

서비스 이슈 조사 
이슈 데이터/에러 로그 조회

파트너센터

서비스 데이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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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유사한 데이터 추출을 반복적으로 요청 받고, 담당자가 수기로 
데이터를 뽑고 있다면 이러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데이터 조회 페이지를 만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까요?”

촉박한 
일정

반복  
작업

데이터 
페이지

1/10  
리소스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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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관리자 기능이 필요한데 일정이 촉박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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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SQL/API 등 데이터 업무 능력

셀렉트 어드민

운영 영업 사업 
개발

기존에는 어드민을 만들 때 직군끼리  

협업이나 지원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개발자가 전담하여 부담이 되었어요.  

셀렉트에서 편집은 개발자가 가장 잘할 수 있지만,  

기획자,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등 데이터 업무 능력이  

있는 분들도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팀 생산성을 위한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고  

내부 사용자를 초대해보세요. 

이용 가능 직군



“어디서 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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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회사

• 고객 조회 

• 콘텐츠 관리 

• 상품/콘텐츠 분석

금융 관련 
회사

• 파트너사 관리 

• 키 발급/관리 

• 상품 관리

O2O 회사

• 회원사 관리 

• 고객 세그먼트 분석

주 사용처

중개  
플랫폼  
회사

• 파트너센터 

• 상품 등록/승인 관리



POC - 코멘트/협업 기능, 칸반 뷰, 슬랙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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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스텀 CRM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고객 관리, 이슈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SaaS와 다르게 별도의 라이브 데이터 연동 

개발이 필요 없습니다. 



POC - 에디터, 이미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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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S
워드프레스 등 무거운 CMS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데이터베이스와 셀렉트로 간단한 CMS를 만들어보세요. 

텍스트 에디터와 이미지 업로드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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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 더 다양한 그래프

3. 지표 대시보드
데이터스튜디오는 너무 어렵고, 태블로는 너무 비싸다면 

셀렉트 대시보드를 고려해보세요. 막대, 선, 원형 그래프 등 기본적인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어요. 협업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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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트너센터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파트너사를 위한 페이지가  

필요하다면 셀렉트로 간단한 파트너센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POC - 대량 데이터 업로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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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

보안팀

팀별 도입 효과 - 기술 분야

With Select

어드민까지 만들 시간이 촉박
해요.

개인정보취급에 필요한 접근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코딩하지 않고 설정으로 끝나
서 편해요.

인증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접근/조회/수정 처리
가 되어 편합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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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팀

경영진

운영팀

팀별 도입 효과 - 비즈니스 분야

With Select

핵심지표나 라이브 데이터를 
다같이 볼 수 없어요.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부족해요.

서비스 현황, 통계를 매번 
수기로 뽑고 있어요.

더 많은 핵심지표를 모든팀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상황별 맞춤 정보 페이지가 
많아져서 일이 빨라지고 고객
도 만족해요.

자주 보는 데이터를 기간별  
조회 페이지로 받으니까 편해
요.



“기존에 어드민이 있는데 전부 바꿔야할까요?”

기존에 어드민이 있다면  
한번에 바꾸는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어드민에 
반영할 리소스나 시간이 부족할 때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수기로 데이터를 뽑거나 관리하는데 사용중인  
SQL쿼리나 API가 있다면 더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보통 테스트는 30분 안에 끝나고,  
여러개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일주일 안에 세팅 완료 후  
팀원을 초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어드민  
지원 범위 셀렉트

기존 어드민  
지원 범위

셀렉트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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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2일

1주~2주

appendix.



장점 

• 개발자가 부족해도 어드민을 빨리 채울 수 있어요. 

• 어드민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내장되어있어요.  

• 구글 시트, 노션, 슬랙 등에 떠다니는 정보를 빠른 시스템 구축

을 통해 다같이 한 곳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어요.  

• 개인, 팀 단위로 이용해도 문제 없고 전사로 확장하기도 쉬워요.

“도입 시 장단점, 고려사항은?”

단점 

•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려사항 

• 어드민을 꼭 1개로만 통합하고 싶은 경우, 알맞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뉴가 많아질 수 있어서 관

리를 잘 해야합니다. 

• 회사 DB가 있어야 더 큰 도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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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OC, 협업을 하고 있어요.

POC, 협업 대상 기능 

• 코멘트 기능 
• 칸반뷰 및 파이프라인 관리 
• 이미지 업로더 
• 콘텐츠 에디터 기능 
• github 연동 
• 신규 DB 연동 
• 슬랙 연동 

프로모션 안내 

• 1년 결제 또는 POC 협업 진행 시, 크레딧 제공

현재 기능 및 서비스 

• 기본 컴포넌트 

• 구글 로그인 

• 구글시트로 내보내기 

• 시각화 대시보드 

• SQL/API 지원 

• 컴포넌트 추가 지원 

• 어드민 제작 및 유지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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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8 서비스 오픈베타 시작 

2022.07  고객사 확보, 여러 산업군 유입 

2022.02  초기 유저 그룹 확보 

2022.01 서비스 출시 

법인명 (주)셀렉트프롬유저 

대표자  이진혁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웹사이트   www.selectfromuser.com 

고객지원   support@selectfromuser.com 

영업팀 문의   sales@selectfromuser.com

Selectfromuser Inc.
NEXT-GEN BUSINESS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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