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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into Online Shopping?

No - I don't do online shopping because I can't see 

things with my own eyes. I once bought a sweater. I 

thought it would look beautiful on me. When I tried 
입 다

it on, It didn't look as pretty on me as it did on the 

model on the screen. Additionally, the color was 

different from what I had expected.             

- Nahyeon, from Korea, 16 years old

Yes - One of the main reasons I prefer online 

shopping is that I can save time and money. I dont' 

have to shop around from store to store to compare 

prices, quality, and service. I can do all this without 

ever leaving the house. How easy and convenient!                                 

- Hanseok, from Korea, 40 years old

No - When I order a product online, it takes several 
온라인상에서

days for me to get it. I like to have things in my 

hands as soon as I purchase them. I'm not patient 

enough to wait for several days. Plus, delayed 
지 연 된

shipment or delivery of the wrong product really 
배 송 배 달 잘 못 된 물 건 의

annoys me.                                     

-Elise, from the U.S., 33 years old

당신은 온라인 쇼핑을 하나요? 

나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깐요. 내가 한번 스웨터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내가 그것을 입었을 때 나는 스

크린 상의 모델이 입은 것처럼 예뻐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색깔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 나현, 한국, 16세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나 

질, 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요!       

-한석, 한국, 40세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받는 데 며칠씩 걸

려요. 저는 물건을 구매하자마자 제 손에 받고 싶어

요. 나는 며칠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참을성이 없어요.

더해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물건의 배달은 정

말 나를 짜증나게 해요.      

Elise, 미국, 3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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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I like online shopping because I live in the 

middle of nowhere. My town is so small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I just can't get here. I need to drive 

almost an hour to go to the nearest shopping mall. If 
목적

I go online, everything I want is just one click away!                              

- Boris, from Russia, 30 years old

No -  Recently, I've heard a lot about identify theft. 

The idea that my ID and my credit card can be used 
동 격

without my knowledge really worries me. What a 

nightmare! I don't want to be a victim of identify 

theft.

- Apurva, from India, 28 years old

Yes -  I love reading customer reviews online. They 

are full of useful information that helps me make 

the right choice. I trust customer reviews more than 

product advertisements.        

- Nicolas, from France, 18 years old

번역          

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온라

인 쇼핑을 좋아해요. 우리 동네는 너무 작아서 여기

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아요.나는 가장 가까

운 쇼핑몰에 가려면 거의 한 시간 운전해서 가야 해

요. 만약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제가 원하는 것이 

클릭 한번이면 돼요.                   

Boris, 러시아, 30세 -

최근에, 저는 신분 도용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나

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가 나도 모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걱정돼요. 정말 악몽이죠! 나는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Apurva, 인도, 28세 -      

나는 온라인 구매 후기를 읽는 것을 좋아해요. 거기

에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

한 정보가 가득하죠. 나는 광고보다 구매 후기를 더 

믿어요.        

Nicolas, 프랑스,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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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Shopper - Frustrated and Annoyed!

Do you shop online often? If your answer is "yes," 

why do you like online shopping? Many people say 

that they like shopping online because it's more 

convenient and it saves time. 

However, there are drawbacks to online shopping 
단 점

as well. The biggest drawback is "delayed shipment" 

and "wrong delivery". 

This is the story of Regina, a frequent online 

shopper. She got very angry with all these problems 

while shopping online.

화난 구매자- 불만스럽고 짜증남!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온

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

은 좀더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온라인

으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에도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가

장 큰 단점은 “배송 지연”이나 “잘못된 상품 배송”

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Regina의 이야기

입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화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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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gina Kim

To: Dive&Swim.com

Date: August 14th 201x

Subject: Delivery status of my order

My name is Regina, and my order number is 

43572875. On August 11th, I ordered a full set of 

swimming equipment including snorkeling gear and 

swimming fins. 

I paid three more dollars extra for "special next-day 

shipping service." Today is August 14th, and my 

order still hasn't arrived. 

How come I haven't received it yet?  I need to 
w h y

received the equipment no later than August 20th, 

since I'm planning to go on my summer vacation the 

next day. 

If I cannot receive it within 6 day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Please let me know the shipping schedule 

as soon as possible.

김 Regina로부터  

Dive&Swim.com에게 

날짜 201X년 8월 14일     

제목: 나의 주문의 배송 상태 

내 이름은 Regina이다. 그리고 나의 주문번호는 

43572875이다. 8월 11일에 스노콜링 장비와 오

리발이 포함된 수영장비 풀세트를 주문했다. 

나는 “익일 특급 배송”을 위해 3달러를 추가 지급했

다. 오늘은 8월 14일이고, 나의 주문 건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어떻게 아직도 내가 못 받을 수 있지? 나는 다음 날 

휴가를 떠날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도 8월 20일까

지는 수영 장비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6일 내로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 배송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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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ive&Swim.com

To: Regina Kim

Date: August 14th 201x

Subject: Re: Delivery status of my order

Dear Ms. Kim.

First of all,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e 

have caused you due to our delay. 

• thanks to = due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Please understand that your delivery is being 

delayed as a result of an unusually large volume of 

orders of swimming gear this summer. A full refund of 

the special next-day shipping charge will be made to 
요 금

your account. 

You can check this in "My Account" on our website. 

We will ship the swimming gear as soon as possible. 

We guarantee that you will be able to receive it 
보 증 하 다

within 3 days. 

To track your order, simply go to 
확인하다 주 문 서 를

www.fastshipkorea.co.kr, and click on "Order Status." 

Again, we apologize for the delay and thank you for 

your kind understanding.

Dive&Swim.com으로부터 

Regina 김에게  

날짜 201X년 8월 14일 

제목: <회신> 주문 건에 대한 배송상태 

친애하는 김양께  

먼저 우리는 우리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수영 장비 주문 폭주에 따른 결과로 당신의 배송상

품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익일 특

급 배송” 에 대한 요금은 전액 고객님의 계좌로 환

불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나의 계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수영 장비를 배송할 것입니

다. 우리는 당신이 주문한 물품을 3일안에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겠습니다. 

주문 상태를 확인하려면,  

www.fastshipkorea.co.kr로 접속하셔서 “주문 

상태”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우

리는 배송 지연에 대해 사과드리고 당신의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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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gina Kim

To: Dive&Swim.com

Date: August 14th 201x

Subject: Swimming fins' size is wrong!

 I received my order today, but you sent me the 

wrong swimming fins! The size is wrong! I ordered 

size 240, but what I got was size 230. 

First, the delay in delivery, and now the wrong size! 

I'm really frustrated and annoyed. There are only 3 

more days before Saturday, which is when I leave 

for my summer vacation. I want them delivered 

immediately!

Regina 김으로부터 

Dive&Swim.com에게  

날짜: 201X년 8월 16일 

제목: 오리발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나는 오늘 나의 주문한 물건을 받았는데 당신은 잘못

된 오리발을 보냈어요. 사이즈가 잘못 됐어요! 나는 

사이즈 240을 주문했는데 받은 것은 230입니다. 

처음엔 배송이 늦더니, 이제는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나는 정말 화나고 짜증납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떠나

는 토요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당

장 배송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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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ive&Swim.com

To: Regina Kim

Date: August 14th 201x

Subject: Re: Swimming fins' size is wrong!

 

Dear Ms. Kim. We totally understand your 
전 적 으 로

frustration. Again, we offer our deepest apologies 

for your inconvenience. There was a technical 

problem in our system. We'll send you the correct 
맞 는

size right away. 

We will send the product through a next-day 

delivery service. Our delivery man w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to confirm the delivery time with 

you. You can return the wrong product at the time of 

the delivery. 

As a token of our apology, we will send a 30% off 
표 시 로

coupon which you can use when you purchase any 

of our products on our website.

                                        

      Sincerely.

                                         Boon Lee

                                         Customer Service Division

Dive&Swim.com로부터 

Regina Kim에게 

날짜 201X년 8월 16일 

제목<회신>오리발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친애하는 김양께, 우리는 당신의 불만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

과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

습니다. 저희는 즉시 맞는 사이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내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송 기사가 내

일 오전, 배송 시간 확인을 위해 당신께 전화를 할 

것입니다. 배송 받으실 때 잘못 배송된 제품을 배송 

기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과의 뜻에서, 저희 사이트의 어떤 물건을 구입하

시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30%할인 쿠폰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 분    

고객 서비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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