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시청자 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
7월은 총 359건의 고객 제안이 MC/PC 채널과 상담원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동일 의견 분석 및 타사 벤치마킹을 통해 채택 후 유관 부서와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시청자 의견 현황

주요 개선 사항

[7월 앱&상담원을 통한 제안 접수]

반찬 새벽배송 서비스 오픈

T커머스
PC (3건)
(7건)

모바일
(128건)

7月
(359건)

“요즘 새벽배송, 당일배송이 많던데
GS SHOP에서는 안하나요?

다양한 반찬을 새벽배송/일반택배로 받을 수 있는
집반찬연구소 서비스를 오픈함.

방송
(221건)

[유관부서 제안 전달 현황]
• APP 사용성
개선 부서

32%
15%

• PD, SH
• 마케팅,편성
• MD
• 고객서비스

8%
24%
18%

“코로나로 GS SHOP에서도 반찬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별첨] 시청자 주요 의견(전문)
번호

접수일자

의견요약

1

2020-07-03

적립금 사용/적립 및 정책 관련

2

2020-07-04

불량으로 인한 교환 시 사진 첨부 기능 추가

3

2020-07-05

앱 사용이 불편한 고객들을 위한 혜택 추가 요청

4

2020-07-06

상담 등록 후 내용수정 기능 추가

5

2020-07-07

상품 재고 조회 기능 관련

6

2020-07-08

VVIP 혜택 관련 개선 요청

7

2020-07-13

자주 사는 상품 리스트 화면 추가

8

2020-07-13

의류 소재표시 강화 요청

9

2020-07-13

개인정보 수정 관련 개선 요청

10

2020-07-17

앱/웹 쿠폰적용 로직 관련

11

2020-07-20

앱 내 상품평 작성 관련

12

2020-07-23

적립금 사용기한 노출 관련 요청

13

2020-07-28

장바구니 기능 개선 요청

14

2020-07-30

명품 방송 개선 요청

15

2020-07-31

상품평 기능 개선 요청

시청자의견
적립금이 왜 생겼는지, 사용하고 나면 반품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해 주세요.
포인트 적립/사용을 잘 몰라 구매한 상품을 모두 반품하게 됐고 적립금이 사라져 기분이 별로
였어요.
이용하면서 여러 번 느꼈는데, 물품 구입 후 단순 교환이 아닌 불량으로 인한 교환 신청 시 불량인
부분을 바로 사진 첨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1:1 상담 교환 신청할 때 사진 첨부 기능이
있다면 업체에서도 불량 부분을 확인하기 편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른신들은 앱이 뭔지도 모르는데.. 연세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좀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요청
1:1 상담하기에 문의 등록 후 내용 수정이나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버튼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추천상품에 들어가면 저의 치수가 없거나 품절인 상품도 있어, 헛탕 치는 경우가 많던데, 고객의
치수, 사이즈 재고가 있는 제품을 추천상품에 넣을 수는 없나요? 주문 시 재고현황이 언제
업그레이드 된건지 표시할 수는 없나요?
화면상에 있는 걸로 주문해놓고 몇 일 기다리면 품절이라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에스샵 vvip지만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지라 여기저기 가격비교는 늘 하고 있습니다. 등급 유지
때문이라도 지에스샵에서 자주 구매하려 노력 중인데 일반 가격비교를 하다 보면 같은
지에스샵인데도 같은 물건이 vip특가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아 외부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굳이 vvip를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합니다. 뭔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자주 구매했던 목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재구매만 클릭하면 살 수 있게요.
앱으로 들어가서 의류를 살펴보다 보면 의류의 사이즈는 표기해뒀으면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네요. 세탁이라던가 옷의 질감, 느낌을 예상하려면 명확한 소재표시가
절실합니다
개인정보 중 핸드폰 번호 수정해야는데 기존의 잘못된 번호로 인증요청해야 하니 수정이
안되네요. 문의하라는 번호는 전화 계속 안받고... 다른 쇼핑몰에 비해 이용이 너무 불편해서 구매
의욕 저하되네요. 개선 바랍니다.
앱 주문 시 기본쿠폰, GS할인권은 적용되나 더블쿠폰이 적용이 안되네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주문 시 기본쿠폰, 더블쿠폰 모두 적용되지만 GS할인권은 적용이 안되네요. 위와 같은
쿠폰적용문제로 앱으로 주문할 경우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앱으로 상품평 쓰는 거 너무 어렵네요. 문자로 발송해서 쉽게 상품평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립금이 나도 모르게 기한을 넘겨버렸네요. 사용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좀더 기한이 남아있던지, 무기한인줄 알았는데~ 몇 시간 전에 있던 적립금이 순식간에
없어지니 허탈합니다. 사용시한을 보기 좋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에 관심 상품 눠두면 계속 사라져서 다시 찾아올리길 여러번! 저번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여전히 그렇네요. 오늘도 필요해 들어와보니 상품들이 삭제돼 있어요 왜 그러는지 타쇼핑은
그러질 않는데 여기만 그래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홈쇼핑에서는 명품 가방 방송을 많이하는데, GS SHOP에는 왜 명품방송이 없나요? 있긴
있어도 상품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상품평을 남기면 도움돼요/ 도움 안돼요가 있는데 내가 써본 상품에 대한 느낌을 적거나 사는
사람들 한테 도움이 되라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쓴 상품평에 도움안되요를 누른다면
상품평 쓰기 싫어질 듯 해요. 굳이 안돼요를 해둘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써 놓은
상품평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입하는데 어떤 상품평은 기분좋게 구입평을 쓰신것 같은데 도움
안되요 때문에 상품평도 쓰기 싫어지고 구입도 하기 싫어질 듯 해요. 도움안돼요 버튼은 없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