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시청자 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
10월은 총 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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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앱&상담원을 통한 제안 접수]

경품 당첨고객 주민번호 수집 방법 개선
“경품에 당첨되어서 주민번호를 말씀드
렸는데, 안전한가요?”

T커머스
(2건)

“(상담사)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경품 당첨
고객의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품 당첨 시 세금신고를 위한 고객 주민번호 수집 절차 개선
모바일
(249건)

10月
(610건)

방송
(359건)

ARS연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자
입력
정상 입력

‘주민번호 ARS 인증’
(주민번호 인증버튼)

입력

미입력

오입력(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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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제세공과금 즉시 결제
&
주문확정 시 SR자동완료

8%

정상 입력 입력

4%

• MD

12%

• 고객서비스

10%

잘못 누르셨습니다.
다시한번 주민번호 13자리와
우물정자 입력

5초 이내에 눌러 주십시오

미입력/오입력(2회or3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상담사를
연결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합니다.

상담원연결

[별첨] 시청자 주요 의견(전문)
번호

접수일자

의견요약

시청자의견
할인 가격애는 VVIP 활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매 화면에는 VVIP 할인이 안되네요. 참고로 저의 등급은
VVIP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에 재해서 저희 와이프는 실제로 VVIP 할인이 되네요. 유첨 이미지 참고하세요 더불어 임직원
인증을 받았는데 할인 혜택이 있나요? 어디에서도 임직원 혜택 정보를 볼 수가 없네요
홈페이지 개편 후 사용이 더 불편 해졌어요 글씨도 전체적으로 작아졌어요. 보기 어려워요. 상품 상세보기에서 뒤로가기
누르면 아예 밖으로 나가지고.꼭 엑스버튼을 눌러야 상세보기 페이지가 닫아지는 형태에요.이거 너무 불편한데 관계자들은
gs에서 쇼핑안하시나요? 시대흐름을 잘 못타는거 같아요. 편리해서 gs이용하려는 편인데 Gs홈쇼핑만의 장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개선 좀 제발부탁드립니다.
상품을 볼 때 확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데 확대가 안됩니다 마치 잠궈 놓은듯....그리고 게임 등이나 카페에서 광고 뜰 때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홈대문 사이트가 열려서 그 상품 이미지 검색을 못하겠어요 넘
불편합니다.
늘 GS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니다. 늘 생각만하다 제게는 거대한 쓰레기가 되는 물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샵에서 상품구입시 배송되는 박스에 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 종이봉투에서 비닐로 변경이 되더니 지금은
비밀에 상품을 담아 커다란 자사박스에 상품이 배송이 됩니다 그 박스는 한번 상품을 받고 다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한번사용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러나 계속사용을 할수는 없는 종이박스에 대한 사용방안을 재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박스로 업무진행을 해야 한다면 박스대신 종이봉투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화면 읽어주는 것 잘 썼는데 이젠 전혀 안됩니다. 눈이 나쁘거나 안좋은 사람에게 유요한 기능인데 빠른 시일내에
접근성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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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VVIP 할인가 표시 개선

2

2021-10-02 홈페이지 UX/UI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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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모바일 UX/UI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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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배송/포장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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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접근성 업데이트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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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상품 판매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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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상품문의 내역 확인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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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주말 특가 쿠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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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배송비 기준 개선 제안

페인트 주문하면서 배송비 아낄려고 보니 1000만원 이상 사야 배송지 무료라니 어이가 없네요~ 다른 상품(운동)도 보니
100만원 이상 사야 배송비 무료던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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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상품평 작성 화면 UX/UI 개선 제안

구매 완료한 10여개 제품의 상품평을 쓰는데 하나 쓰면 적립금 안내와 별도의 알림창이 하나 더 뜨네요. 상품 배송이 완료된
제품에 한해 상품평을 쓸 수 있다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회색 화면이 나오고 화면 전환이 안되어서 다시 마이쇼핑 >
성품평 작성을 눌러야 하는게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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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상담 시 사진첨부 기능 제안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 작은 사이즈로 갯수 많게 세트로 해서 판매가 될수 있도록 건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1:1 문의한 내력을 찾으려니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1:1를 클릭해 들어가도 잔뜩 복잡한 화면이 나오고요. 다른
쇼핑몰처럼 1:1은 따로 바로 보게 좀 해주세요. 헤매다가 여기에 글남기고 그냥 갑니다.
주말 특가 상품이나 주말 쿠폰 제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말이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니 할인을
해주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1대1상담내역에서 사진첨부가 안되네요. 엡으로 이동해야 사진첨부된다고 상담종료한다는데 앱으로 이동하면 다시
도돌이예요. 첨부터 앱으로 접속한건데요. 암튼 오류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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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VVIP 상담 소요시간 개선 제안

VVIP 1:1 채팅 상담시 처음 상담원 응답 후 답변대기 시간은 평균 4~5분 정도 소요 되네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채팅 상담이 늦습니다. 늦으면 "잠시만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런 멘트 후 고객을 기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상담원에게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같습니다. 채팅하면서 4~5분동안 말이 없으면 고객은 그때 읽씹
당한 느낌 밖에 안듭니다 1:1 채팅 상담이라고 하나 1:1이 아닌 다수의 채팅상담을 동시 진행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
되는거 같은데요. 이럴때는 양해을 먼저 구하는게 어떨까요??? 읽씹 당하는 기분 별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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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배송진행현황 안내 개선 제안

상품구입 배송 상황 카톡으로 연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