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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iligent and trustworthy ENG -> KOR translator, delivering the most profitable & beautiful sentences to attract 
potential customers and satisfy the clients. 

HIGHLIGHTS 

 Easy communications: 24/7 available 

 Trustworthy translator: always meeting deadline 

 Excellent computer skills 

 Quality & Consistency control using ‘SDL Trados Studio 2017’ 

 Product value focused word choice 

 Food, Hotel, and Tourism expert with 7 years of related work experiences 

 Good service rate 

AVAILABLE SOFT WARE 

SDL Trados Studio 2017, Adobe Acrobat, Adobe Photoshop, Microsoft Excel,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Hangul, Google Translator Toolkit  

SEVICE RATE 

Translation: 0.04 USD/word or 20 USD/hour 

Proofreading / Editing: 0.02 USD/word or 10 USD/hour 

WORK EXPERIENCE 

Zenith Language School, in Korea / English tutor (07/2016-10/2017)  

Carlton City Hotel Singapore, in Singapore / cook (02/2014-07/2015)  

Homemade Catering, in Korea / owner (06/2012-07/2013)     

Hotel Grand Park City Hall, in Singapore / cook (09/2010-03/2012)             

2nd Food & Wine, in Korea / kitchen manager (07/2009-06/2010)             

Harrah's Cherokee Casino Hotel, in USA / cook (7/2008-6/2009)              

T.G.I. Friday’s, in Korea / cook (07/2007-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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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CC International Hotel School, in Singapore (7/2010-8/2010)  
: General English Level 2 (Intermediate level English ability)  
Hye-Jeon College, in Korea (3/2006-2/2008): Food Service Management Major   

 

 

SAMPLE TRANSLATION 

Plitvice Lakes & Split tour 

General field: Marketing 

Detailed field: Tourism & Travel 

 

Plitvice Lakes & Split tour 

Start from Zagreb - the Capital of Croatia, explore one 
of the greatest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 Plitvice 
Lakes National Park and end your day in Split - the 
city of exceptional history and vivid present. 

On this private tour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ravel 
between two largest cities in Croatia enjoying the 
crystal clear Lakes and numerous waterfalls of Plitvice 
Lakes National Park. 

Your guide will pick you up at your accommodation in 
Zagreb from where we have around 2 hrs driving to 
the Lakes. On the way there, we will also stop at 
Rastoke - a unique settlement from 17th Century. 
After we reach the Lakes,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walk with your guide along the 16 
Lakes, connected by the great number of bigger and 
smaller waterfalls and creating a unique natural 
wonder of the World protected by UNESCO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fter visiting the Lakes, there is another 3 hrs driving 
to Croatia's second largest city - Split. Your guide will 
introduce you to this charming coastal town and drive 
you to your accommodation in Split where your tour 
with us is ending. 

플리트비체 호수 & 스플리트 투어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출발해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경관 중의 하나인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을 탐사하고 비범한 역사와 생생한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스플리트에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 맞춤 투어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두 개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의 

수많은 폭포와 맑고 투명한 호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가이드가 자그레브의 숙소에서 고객님들을 차로 

픽업하여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호수로 갑니다. 

호수로 가는 도중에는 17세기의 특별한 정착지인 

라스토케 마을도 방문합니다. 호수에 도착하면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지구로 지정된, 수많은 크고 

작은 호수가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이 있는 16개의 호수를 가이드와 함께 

걸으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호수 방문이 끝나면 차로 3시간 이동하여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스플리트로 

갑니다. 담당 가이드는 이 매력적인 연안의 도시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나서 고객님들을 스플리트의 

숙소로 모셔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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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UH 

General field: Marketing 

Detailed field: Tourism & Travel 

 

Swissotel Zurich’s restaurant serves you Swiss dishes 
reinterpreted for today’s healthy lifestyles, all made 
using locally sourced ingredients – organic whenever 
possible. Swissotel’s team of top chefs serves you 
tasty & quick business lunches, including a small 
starter and a main course – a healthy and delicious 
meal for a successful day’s work. For your business 
lunch or dinner, you will enjoy a composed 
atmosphere in our Prive. Your working day has come 
to an end, enjoy a nice aperitif at our Le muh bar, 
before a delicious dinner in an warm buzzy ambience. 
Watch our chefs preparing a delicious meal of your 
choice in the open kitchen and let our friendly staff 
pamper you. And if the weather allows, our terrace is 
the perfect place to be. 

스위소텔 취리히의 레스토랑에서는 현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새롭게 해석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제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스위스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소텔의 탑 쉐프 팀은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스타터와 메인요리로 구성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비즈니스 런치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런치 

또는 디너를 드시는 기업 고객님들은 저희의 

프리베에서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멋진 저녁을 먹기전에는 열띤 분위기의 

르무 바에서 기분 좋게 식전주를 한잔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쉐프들이 준비하는 것을 오픈 

키친을 통해 구경하면서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를 

만끽해 보십시오. 날씨만 허락한다면, 테라스에서의 

식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Signature Golden Gate Suites 

General field: Marketing 

Detailed field: Tourism & Travel 

 

Signature Golden Gate Suites offer spectacular 
panoramic views of the City and Bay, including 
landmarks like the Golden Gate Bridge, Alcatraz, Coit 
Tower and the Transamerica Pyramid. All are 
equipped with telescopes in the living room which is 
separated from the bedroom by double doors. 
Situated on the corner of the Tower Building, these 
suites are located on floors 12-23 and offer an 
abundance of natural light. Luxuriously appointed, our 
Signature Golden Gate Suites features spectacular 
marble bathroom with separate bath and shower, 
sofa bed in the living room, flat-panel TVs, pillow top 
beds, Nespresso coffee machines and Bose sound 
systems. These suites can connect to Signature King 
or Signature Queen/Queen Rooms, based on 
availability. 

시그니처 골든 게이트 스위트룸에서는 금문교, 

앨커트래즈, 코잇 타워, 그리고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같은 랜드마크를 포함한 도시와 바다의 굉장한 

전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의 거실은 

미닫이문으로 침실과 분리되어있고,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트룸들은 타워빌딩 한 쪽의 12층부터 

23층까지에 자리하며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럭셔리하게 꾸며진 우리의 시그니처 골든 게이트 

스위트룸은 샤워실과 욕조가 분리되어있는 멋진 대리석 

욕실, 거실의 소파겸 침대, 평면 TV, 필로 톱(pillow top) 

침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위트룸은 객실 현황에 

따라 시그니처 킹 또는 시그니처 퀸 및 퀸룸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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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on 

General field: Medical 

Detailed field: Medical: Pharmaceuticals 

 

INVENTING A NEW ROADMAP FOR BIOTECH 

Regeneron (NASDAQ: REGN) is a 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company delivering life-transforming medicines 
for serious diseases. 

Founded by physician-scientists nearly 30 years ago, our 
science-driven approach has resulted in six FDA-approved 
medicines and numerous product candidates in a range of 
diseases, including asthma, pain, cancer and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our medicines, our innovations include the 
VelociSuite®technologies, world-class manufacturing 
operations, one of the largest human genetics sequencing 
efforts in the world and rapid response technologies being 
used for global good. 

FOR NEARLY 30 YEARS, OUR MISSION HAS BEEN TO 
USE THE POWER OF SCIENCE TO BRING NEW 
MEDICINES TO PATIENTS...OVER AND 

OVER AGAIN. 

생명공학계의 새로운 로드맵을 발견하다 

리제네론 (나스닥: REGN)은 심각한 질병을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학기술계 

선도 기업입니다. 

의사 겸 과학자들에 의해 30여 년 전에 설립된 

우리 회사의 과학 중심적 접근방식은 그동안 

6개의 FDA 승인 의약품과 천식, 통증, 암 및 

전염병 등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수많은 

승인 후보 제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회사의 혁신적 사업에는 의약품 외에도 

벨로시수트 기술, 세계적인 생산 시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서열 배열 활동 

그리고 세계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신속 

대응기술 등이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 회사의 임무는 과학의 힘을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약품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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