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시청자 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
1월은 총 15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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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앱&상담원을 통한 제안 접수]
PC
(1건)

“홈쇼핑에서도 일회용비닐 대신 친환
경 포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카탈로그
(9건)
방송
(38건)

1月
(156건)

모바일
(64건)

친환경 포장재 적용 및 확대

기타
(44건)

[유관부서 제안 전달 현황]
• APP 사용성
개선 부서
• PD, SH

58%
14%

• 마케팅,편성

7%

• MD

6%

• 고객서비스

친환경 포장재 확대

14%

“불필요한 포장 없이 한 박스에만 포장
되어 왔으면 좋겠어요.”

[별첨] 시청자 주요 의견(전문)
번호

접수일자

의견요약

1

2020-01-04

방송 시 선택가능 속성 안내 요청

2

2020-01-05

무통장입금 처리 프로세스 개선 요청

3

2020-01-05

자동주문 할인 관련

4

2020-01-05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변경 기능개선 요청

5

2020-01-05

적립금 소멸안내 개선

6

2020-01-06

즉시할인 프로세스 개선 요청

7

2020-01-06

쇼핑호스트 의류 착장 관련 요청

8

2020-01-07

1:1 문의답변 확인 UI 개선

9

2020-01-09

판매자 문의 채널 관련

10

2020-01-10

판매자측 요청사항 메시지 입력 기능 추가 요청

11

2020-01-10

배송조회 단계 개선 요청

12

2020-01-13

추가 혜택 제공 요청

13

2020-01-13

상품평 작성 적립금 개선 요청

14

2020-01-15

의류 상/하의 개별 구매 요청

15

2020-01-18

ARS 주문 기능 개선 요청

16

2020-01-22

전화번호 변경 UX/UI 개선

17

2020-01-27

포장 간소화 요청

18

2020-01-27

GS SHOP 할인권 개선 제안

시청자의견
의류상품 방송 시 시작할 때 먼저 어떤 색상 있는지 쭉 설명해주세요. 다른 말만 하다 이미
매진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개선해주세요.
무통장 입금 시 예전처럼 일괄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개별상품
3건을 주문하고 3건 합계금액을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3건 모두 결제완료 처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2개 상품을 주문하고 무통장 결제를 하였는데 주문금액이 다르다고 문자가 오면서 예치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결국 상담원 전화연결을 하여 상담원이 예치금 결제로 재처리를
해주어서 해결이 되었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자동주문할인도 폐지/ 무조건 앱,pc로만 주문해야 들어가는 할인제도 폐지했으면 좋겠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음/ 젊은 세대만 상대하려는 건지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바로 결제에서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변경하면 좋겠어요. 제가 못찾고
있는지 안되네요.
시크릿 적립금이나 이벤트 적립금 제공되면 핸드폰 문자로 알림 왔으면 해요. 확인 못해서 소멸됐는데
아깝네요
즉시할인 경우는 왜 꼭 모바일에서만 할인을 할 수 있나요. 나이먹은 고객은 넘 불편하고 할인금액
없이 다 줘야 하는 부분이 넘 불편하다.
남자 쇼핑호스트가 여성 의류를 시착하는 경우, 남성의류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거나 안내
강화해줬으면 함.
문자로 답변 해주셨다는 연락 받아서 홈페이지 왔는데 1:1 문의 답변 어디서 찾나요? 젊은 저도
아직도 못찾고 열받으려고 하는데 고객센터 들어가도 안보이고 어디 있는건가요? 답변 보려면 보기
좀 쉽게 해주세요. 로그인하면 바로 답변 볼 수 있게 배너라도 띄워주던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는 없나요?
선물 포장 등에 대한 판매자 측에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남겨야 할지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안내되었으면 함.
배송조회를 누르면 상세현황이 나오고 상품준비중=택배사전달=배송지역도착=배송원출발 4단계로
뜨는데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 상품이 출고되면 택배사 전달 단계에 가 있고 고객지역 도착하기 전까지
터미널 이동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루만에 도착 안되는 경우 터미널 잔류시에도 배송지역도착에
연두색불이 들어와있음. 실제 배송지역에 도착한건 아니지않나 개선필요
제품이 항상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씩 비싼 편인 것 같은데 할인권은 구매금액의 5프로 밖에 쓸
수 없어서 마치 통신사의 포인트 처럼 할인권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무료배송
이라던가 할인권 폭을 좀 넓혀서라도 다른 사이트와 가격이 비슷하기만 해도 gs shop를 더 많이 애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평 작성 적립금을 할인권으로 주지 말고, GS&포인트로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작성해서 겨우 50원 적립되는데 말이죠.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저는 매달 항상 지에스를 애용하는 지에스 애용자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옷을
주문할 때 꼭 상의와 하의 사이즈를 같은 사이즈로 묶어 판매하는데 번거롭더라도 상의와 하의
사이즈를 따로 주문이 가능하다면 좋겠어요.
ARS 주문 시 한번에 동일 상품 수량 2개 이상 주문 가능하도록 개선해줬으면 함.
전화번호 변경으로 수정하려니 변경된 번호로 인증 요청하면 회원정보가 일치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전에 사용하던 번호로 인증요청을 할 수 없잖아요. 전화번호 수정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제외하고 가능한 한 박스에 포장해서 배송하도록 개선해줬으면 함.
GS할인권에 대해서 문의/제안점! GS할인권의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결재금액의 5%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결제 시 자동적으로 사용금액이 책정이 되네요. 5% 금액은 혜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상향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소멸되는 금액도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불만)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