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편의성 및  
고객의 신뢰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메이크샵 고객님을 위한 

스페셜 가입혜택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 



혹시 쇼핑몰 방문고객이 가지는 구매 전 단계의 불안감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매 전 단계의 고객의 불안감? 

70% 

허위쇼핑몰에 대한 
구매자의 불안감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이용고객의 70%는 현재 구매하려는 쇼핑몰이  

허위 쇼핑몰이지는 않을까에 대한 구매 전 단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허위 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경험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는 가격이 좀더 비싸더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믿을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 하려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쇼핑몰에서 고객의 신뢰도는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지역 또는 070전화번호 .vs. 전국 대표번호 ?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타난 두개의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A 쇼핑몰 연락처에는 전국 대표번호가 홍보되어 있고, B쇼핑몰에는 070 전화 또는 일반 전화번호가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선택은 어느쪽으로 가게 될까요? 

1661-XXXX 031-XXX-XXXX 
070-XXX-XXXX 

A쇼핑몰 :  연락처 

 → 전국 대표번호로 안내 

B쇼핑몰 :  연락처 

→ 일반 전화번호로 안내 

신뢰감 
 상승 

작은 쇼핑몰 
구매 불안감 

방문한 고객의 구매 성사율을 높이려면 
쇼핑몰의 이미지를 높이셔야 합니다. 

전국 대표번호 = 규모 있는 쇼핑몰 이미지 
일반 전화번호 = 소규모 쇼핑몰 이미지 



쇼핑몰에서 전화번호는 ‘고객문의만을 받는 연락처’라는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쇼핑몰에서 전화번호가 가지는 의미? 

                      = 고객을 향한 쇼핑몰의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 홍보 수단 !!! 
                      = 방문 고객의 구매율을 증대시키는 신뢰도 확보 도구 !!! 

실제 고객과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지는 쇼핑몰에서 쇼핑몰의 전화번호는 고객을 상대하는  
대표적인 홍보 및 관리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연락처가 일반 전화번호가 아니네! 전국 대표번호 쓸 정도면 제대로된 쇼핑몰 일듯~ 

이 쇼핑몰 처음 방문하는데 믿고 구매해도 되나? 

요즘 작은 쇼핑몰들은 사기 극성사례가 많아  
믿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쇼핑몰에 대한 고객 신뢰도 
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 됩니다. 

쇼핑몰 전화번호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란?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1544,1644,1661로 시작되는 하나의 전화 
번호를 쇼핑몰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품문의,배송문의,환불문의 등 여러명의 담당자 전화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 
할수 있어 효율적인 고객지원 및 응대가 가능하며 쇼핑몰을 바라보는 고객의 기본 
신뢰도가 상승하므로 제대로된 쇼핑몰에서는 대부분 도입하여 이용중 입니다. 



서비스 특장점 

서비스 특장점 

 

• 연락처로 일반전화가 아닌 전국 대표번호 안내로 쇼핑몰에 대한 고객의 기본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01 
전국 대표번호 사용을 통해 쇼핑몰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로 쇼핑몰을 적극 홍보하거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02 
전국 대표번호는 고객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 여러 지점과 연계된 쇼핑몰일 경우 하나의 단일 번호로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03 
여러 개의 일반번호를 대표번호로 통합함으로써 단일번호로 마케팅 및 홍보가 가능합니다. 

 

• 대표번호로 들어온 전화를 지정된 착신 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며, 시간대별 착신기능도 제공합니다. 04 
대표번호의 착신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에 나가 있더라도 고객응대가 가능합니다. 

 

• ARS활용으로 고객문의를 바로 해당 담당자에게 연결해 불필요한 전화 응대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05 
반품,택배문의,상품문의 등을 모두 하나의 대표번호로 처리가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 향후 이사 등의 상황 발생시에도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고객에게 번호를 재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06 
사물실 이전 등으로 향후 쇼핑몰 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대표번호 제공 기능 

+ 호전환  

   연결 전화번호를 지정된 번호로 순차적으로 연결가능 (예: 1번 → 2번 → 3번) 

대표번호 기본 제공기능 

대표번호 부가 서비스 기능 

+ ARS 서비스  
    전국 대표번호로 고객 전화시 ARS 음성안내에 따른 전화연결 제공 

+ 호분배  

   전국 대표번호로 수신되는 통화들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연결 전화 번호로 적절하게 분배 

    (예: 1번 지정전화 60%, 2번 지정전화 40%) 

+ 발신지역별 호연결  
    전국 16개 지역 발신번호별(예.02,031,051 등)로 연결 전화번호를 1개씩 지정 가능 

+ 시간대별 호 연결  

   일별,요일별,시간대별로 원하는 착신자  지정가능 

+ 특정 발신번호 허용/차단  

   특정 발신 전화로부터의 통화를 허용 또는 차단 가능 

+ 114 번호안내  
    전국대표번호를 114로 안내 가능(전국 또는 특정지역만 안내가능) 



메이크샵 이용고객 스페셜 가입혜택- 대표번호 1년약정 신청 時 

LG유플러스와 메이크샵 제휴를 통해 메이크샵 이용고객이 전국 대표번호를  
신청할 경우 

9,100원 

7,000원 

7,000원 

12,600원 

7,000원 

① 대표번호 서비스 기본 이용료 30% 할인 
② 서비스 1개월 요금 면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단, 상기혜택은 1년 약정방식으로 LG U+ 대표번호를 가입하신 메이크샵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무약정으로 1개월 무료체험을 하시려는 고객은 다음 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세요. 

   (메이크샵 고객 대표번호 1년 약정 신청시 할인가) 



메이크샵 이용고객 스페셜 가입혜택- 대표번호 무료체험 신청 時 

무약정으로 전국대표번호 1개월 무료 체험을 이용하시려는 메이크샵 이용  
고객님께는 LG유플러스 대표번호 서비스 신청만 하시면 

서비스 1개월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한 대표번호 개통을 위해 LG유플러스 대표번호 서비스 별도 가입 필요(최초 1개월 이용료 면제) 
  무료 1개월 체험 프로모션 기간만 이용하신 고객이 무료체험 기간 이후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 
    하더라도 별도 위약금 부과안됨 (단 미 해지시에는 그 다음달 사용분부터 정상 과금되오니 이점 유의요망 ) 

   (메이크샵 고객 대표번호 무약정 신청시 제공가) 



메이크샵 창업고객 대표번호 가입 신청방법 

신청 방법1.  

  메이크샵  관리자페이지로 로그인후 ‘쇼핑몰 구축’ –’쇼핑몰 대표번호 설정’- ‘대표번호 신청’ 

   클릭후 나타나는 신청 페이지  화면 하단의  ‘상담신청’ 버튼을 누른후 상담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고객님의 연락처로 번호안내 및 가입상담을 위한 해피콜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2. 

 hykim75@lguplus.co.kr  메일주소로  

    ① 성함 ② 전화번호   ③ 상담필요 서비스 : 대표번호 ④ 특이사항 : 메이크샵 이용고객 

 이라고 기재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신 연락처로 전문상담원이 연락드리도록 빨리 조처해 드리겠습니다. 

mailto:hykim75@lgu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