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시청자 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
11월은 총 2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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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앱&상담원을 통한 제안 접수]

주요 개선 사항
GS MY SHOP UI 개선사항
“우배너에 있는 상품으로 바로가면 좋겠어요“
“탭 매장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
가서 불편해요”

모바일
(162건)

11月
(262건)

방송
(100건)

<리모컨 이동 동선 개선>

1. 우클릭 시, 우배너 상품 매장으로 바로이동

“여기는 별점이 100점 만점인가봐요?”

<상품평 별점 노출 수정>
AS-IS
87/100

[유관부서 제안 전달 현황]
• 기타

5

• 마케팅, 편성

6

• PD, SH

9

• APP 사용성 개선
부서

• 고객서비스
• MD
• 물류/QA

상품평 개수가 별점 옆에 노출되어
별점으로 오인될 여지 有

2. 매장간 이동 동선 개선

TO-BE

AS-IS

TO-BE

22
48
63
109

매장 이동시
‘주문하기’ 버튼으로
내려가는 포커스

포커스 상단 고정으로
동선상 불편함 개선

상품평 별점 노출로 변경

[별첨] 시청자 주요 의견(전문)

번호

접수일자

의견요약

시청자의견

1

App 사용성 개선 제안(상세페이지 확대/축소
2021-11-01
모바일 앱이 확대나 축소가 잘 안됨 예전에는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이제 앱이 불편하게 바꼈음
기능 개선)

2

2021-11-02

App 사용성 개선 제안(교환 요청 시 오류
발생)

교환 요청 하려는데 계속 오류메세지가 뜨네요. 저녁에는 부하가 걸리나 보다 싶어서 늦은 새벽에 교환 클릭을
해봤는데. 똑같이 연결 오류네요. 바쁜 사람이 홈쇼핑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류 좀 안뜨게 해주세요

3

2021-11-05

App 사용성 개선 제안(모바일 상담 사진
업로드 기능 추가)

1:1상담 하면서 사진첨부가 하면서 문의하려는데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불편합니다 앱을 깔아서
사진첩부하라해서 앱깔고 사진 첨부 눌러도 계속 앱으로 사용하라고 뜹니다

4

2021-11-09 VVIP 혜택 강화 제안

vvip혜택이 별로 없는거 같다 헤택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5

2021-11-10 사은품 배송지 입력 기능 추가 제안

왜 사은품을 물건 주문했던 주소로 안보내시나요? 그럴거면 사은품 주소를 입력하게 만들어주는게 좋을듯요.
엄마 부탁으로 주문해준 상품인데 사은품이 저한테로 왔네요?

6

2021-11-13 앱 미사용 고객 대상 혜택 부여 제안

연령높아 모바일 이용 어려운데 전화주문도 혜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2021-11-15 구매 후 배송 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 요청

상품구매 시 배송일정과 구매후 배송일정이 달라서 구매자가 상품이용에 불편합니다. 다른상품도 구매창에
배송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구매시 참고하겠습니다.

8

상품평을 쓰면 하나 더 보내주시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제가 주문했던 주소(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로
보내주신게 아니라 ID에 등록된 기본 주소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물론 아이디에 기본 주소로 되어있었기에 할
(SNS 로그인 시) 기본 주소지 변경 기능 추가
2021-11-23
말은 없다만 최근 주소로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 있다면 sns
제안
로그인을 하였을때에도 일반 로그인 처럼 주소를 쉽게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sns로그인하여서는
기본주소지를 바꿀수가 없더라고요

9

2021-11-25 반품 프로세스 개선 요청

반품처리 개선 바랍니다. 연락없이 와서 상품만 가져가고 가져갔다는 확인증도 없어서 분실된줄 알고 놀랐습니다.
*본 알림톡은 기존 택배기사를 통해 받으신 반품 수거 인수증을 대체합니다* 이 알림은 실제로 회수된 시점에
와야 의미가 있지요 가끔 다른 택배사 기사님들도 미리 수거해가는 경우 있지만 인수증을 놓고 가시기때문에
분실인줄 알고 걱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10

2021-11-26 택배 지연 시 안내 문자 발송 의견 제안

어떤 이유든 최소한 배달 예정일보다 늦을 경우 짧은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기다림에 지쳐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듯 합니다. 귀하의 회사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좀 더 세밀한 배송시스템으로 gs가
독보적인 쇼핑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1

2021-11-27 최근 구매 이력 열람 기능 추가 제안

구매기록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12

2021-11-28

최근 주문한 sk식기세척기 상세페이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카카오톡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App 사용성 개선(상세페이지 링크 연동으로
어플 자체적으로 팝업을 막던지 옵션을 추가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넘어가니깐 스크롤 하다가 몇번이나 카톡으로
인한 불편함)
넘어가서 불편했습니다. 해당 기능 차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