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 사항

[유관부서 제안 전달 현황]

40%

[11월앱&상담원을통한제안접수]

11월은 총 354건의 고객 제안이 MC/PC 채널과 상담원을 통해접수되었으며,
동일 의견분석 및타사 벤치마킹을 통해채택 후 유관부서와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20년 11월 시청자 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

시청자 의견 현황

14%

4%

26%

16%

기프티콘선물상품리스트추가

“기프티콘은 GS SHOP에 없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편하게 기프티콘
선물하고 싶은데 GS SHOP에 없네요.”

PC
(15건)

방송
(200건)

11月
(354건)

모바일
(138건)

T커머스
(1건)

• APP 사용성
개선부서

• 고객서비스

• MD

• PD, SH

• 마케팅,편성

기프티콘, 모바일상품권등무형상품을선물할수있도록
선물하기기능개선



[별첨] 시청자 주요 의견(전문)

번호 접수일자 의견요약 시청자의견

1 2020-11-01 현금영수증 출력 기능 개선
다른 사이트 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구매확정후 바로 인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현금영수증을
인쇄할 수가 없어요. 개선해주세요.

2 2020-11-01 제품 문의/답변 개선
제품 문의에 대한 답변대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모바일 쇼핑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언제 답변 달리나
확인하고 또 실망하고 기다리고.. 개선해 주세요

3 2020-11-04 1:1 문의 사진 첨부기능 개선 1:1 문의 시 사진 등을 첨부할 수가 없는데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2020-11-05 식품 상품평 작성 개선 요청
식품은 구매평이 중요한데 왜 별만 입력하나요? 별주는 내용도 제품 맛평가나 제품이 좋고나쁨을
펑가하는 없고 신선도나 유통기간만 있으니 제품 신뢰도가 전혀 없읍니다..  모든 제품 식품에
구매평 쓸수있게 해주세요

5 2020-11-06 계좌이체 이용 관련 제안
회원가입하고 제품구매후 계좌이체가 잘 안되네요. 쿠팡같이 간단하게 계좌등록 해놓고 간편하게
안되나요

6 2020-11-09 앱 UX 관련 (뒤로가기 클릭 시 홈화면 전환)
보통 앱 알림이 오면 클릭해서 상품들을 보는데, 다른 상품을 보기 위해 뒤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나옵니다. 다른 상품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본 그 기획전을 찾기는 어렵네요. 바로 전
화면이 나오도록 개선해주세요. 

7 2020-11-10 GS할인권 사용 관련 개선
할인권 금액이 많아도 다 쓰지를 못하니 아쉬운데, 특별한 날에는 10%로 늘려주던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8 2020-11-14 최근 결제수단 노출 관련 개선
앱 주문 시 최근 결제 수단에 카드그림이 항상 나타나 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폰이
분실 될 경우 도용의 우려가 염려 됩니다.

9 2020-11-16 1:1 상담내역 확인
1:1 상담하기 진행 후 나의 상담내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1:1 상담하기에서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율적일 듯 합니다.

10 2020-11-17 전자계약서 관련 개선 요청

- 전자로 계약을 작성 했는데 계약서가 쌍방이 갖어야 하는데 업체로만 전송이 되고 받을 수 없어
연락을 했더니 메일로 발송을 해 주는데 3일정도 걸린다. 
- 계약 내용을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서 계약서를 받는데 2~3일 걸린다 했다 그래서 연락했음
- 온라인으로 전자 계약을 한건데 왜 시간이걸리는지 모르겠다. /전자계약을 하고 바로 본인도
프린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11 2020-11-18 취소, 교환, 환불 택배비 지불수단 관련 개선
구매 시에는 카드나 결제방식이 많으면서 취소,교환,환불 시에 택배비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로만
묶어 놓은 건 고의적인 처사 아닌지요
몹시 불편 합니다. 빠른 개선을 해주세요

12 2020-11-22 상품 내 팝업이벤트 노출 관련 개선
메뉴에서 상품정보 보고 있으면 수시로 팝업창이 떠서 화면을 가립니다. 
상품정보를 집중해서 봐야하는데, 이 팝업창 때문에 방해가 되네요. 고객 입장에서 제안드리오니, 검토
후 고쳐주세요.

13 2020-11-23 주문 후 사이즈변경 로직 개선 요청 주문하고 나서 상품 발송이 되기전에는 사이즈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변경 요청합니다.

14 2020-11-24 주문 후 교환요청 로직 개선 요청
택배사 전달 되었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은 좀 불합리적인것 같아요 저녁늦게 신정해서
아침에 근무 시작할 때 교환요청 한건데 새벽엔 상담 연결두 안되고 이건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5 2020-11-26 카드할인 알림기능 개선 요청
주로 결제에 사용되는 카드 할인 일에 알림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삼성카드 7%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