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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AT Certificate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In-person & Remote Interpretation, Consecutive, Simultaneous, Video Interpretation,  

Code of Conduct, Professionalism, Punctuality, Customer Service 

 

HIGHLIGHTS OF SKILLS/QUALIFICATIONS        
 

- Professional interpreter accredit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LSAT) 
- Completed Language Interpreter Training Certificate Program at Humber College 

- Experienced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 Professionally and constantly maintain ‘Interpreter’s Code of Conduct’ in all work settings 
- Strong understanding of multiple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 Various knowledge in IT, community, medical and legal area 
- Great research ability in relevant work settings 

- Having a natural drive with a loyal, strong, and proactive work ethic 

- Mentally and morally well-prepared for stressful work environment 
 

WORK EXPERIENCE            
 

Video Translator at Rev 
Rev, San Francisco, CA, USA                        Jan 2019 to Present 

- Video translator at Rev in various topics 
- Provide high quality translation and subtitles with quality knowledge and experience 

- Specialized in Science, IT, network, servers, marketing, online marketing, sports and more 

- Utilize web-based subtitle creating application 
- Each completed subtitle is graded by company and never failed to satisfy the company’s standard 

- Never fail to meet due date/time for each and every project 

 
Medical Interpreter at LanguageLine Solutions 
LanguageLine Solutions, Monterey, CA, USA     Mar 2017 to Dec 2018 

- Full-time professional medical Korean-English interpreter 

- Video remote interpreter for clients in North America, Asia, Europe, Oceania and Africa 
- Specialized in medical settings with deep level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e area 

- Continuous daily self-training in medical area according to fast-paced today's medical trend 

- Cover whole spectrum including medicine, family practice and all other clinical specialties 
- Provide language services in government health insurance, social security and public education 

- Provide language services in IT, finance and legal industry for IT organizations, banks and other 
- Maintain official form of language at all times to provide the best quality of service 

- Maintain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accountability, accuracy and role boundary at all times  

 
Interpreter, Freelance 
All Language Ltd, Toronto, ON, Canada      Nov 2016 to May 2017 
MCIS Language Services, North York, ON, Canada    Jun 2016 to Mar 2017 

- Professional Korean-English interpreter 

- Person to person interpreter for medical, community and legal settings 
- Maintain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accountability, accuracy and role boundary at all times 

- Own a private vehicle to cover all GTA area including New Market, Oshawa, Hamilton and further 
- Arrive at appointments 15 to 30 minutes early at all times 

- Communicate with a constant quick email response and phone calls with the agency 

- Interpreted and dubbed Netflix Customer Survey projects 
- Utilized an application for dubbing; Audacity 

- Conducted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clients for highest satisfaction rate 
- Focused on multicultural aspects of the project for accurate message delivery 

 



Video Translator and Captionist, Freelance 
Universal Language Solution, UK       Nov 2015 to Aug 2016 

- Translated IT, Marketing and business instruction videos from English into Korean 

- Focused on accurate and professional translation regarding correct information delivery 

- Dedicated considerable time on technical terminology research for highest quality of interpretation 
- Utilized an application for dubbing; Aegisub 

- Completed projects in Canada with using web-based work environment 
 

 

 
Translator - Internship  
KAU TMTDC (Korea Aerospace University Technology & Management Transfer Developing Country) 
South Korea Nov 2013 to Feb 2014 

- Translated business proposals for Korea’s 3rd world assistance projects 
- Researched the 3rd world countries’ overall aspects including society, education, political issues 

- Obtained ability to measure and estimate various costs of international business projects 
- Translated business reports, business proposals, documents of KOICA 

- List of countries that I worked for: Ethiopia, Cameroon, Mozambique, Cambodia, Uganda, and Rwanda. 
- Proficient in Microsoft Office: Word, PowerPoint, Excel 

- Proficient in Google Applications: Doc, Sheet, Drive, Gmail and Calendar 
 

 

Soldier-Sergeant 
11st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South Korea     Dec 2007 to Nov 2009 

- Served my country in the Mechanized Infantry to protect my family, community and country 
- Served as a specialized shooter of K-1 tank as well as military supply manager 

- Completed all the physical and mental training courses successfully 
- Physically but more importantly, mentally and morally trained to complete every task that was assigned 

- Obtained an excellent cooperation skill with my team as well as independency 
- Never-give-up spirit until drawing a proper solution for a problem that must be resolved 

- Led the troop and practiced various military tactics  

- Honorably discharged from the service after 22 months 

 

EDUCATION & CERTIFICATION          
 

Language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Feb 2016 to Nov 2016 
Humber College, Toronto, ON, Canada 

 

ILSAT Certificate        Jul 2016 
Interpreter Language and Skills Assessment Tool 
Certifi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University         Mar 2006 to Feb 2014 
Korea Aerospace University - B.A of Electronics, South Korea   

 

Reference              
 
 

Chul-ho Kang    Manager of KAU TMTDC–  
Address: 76, Hanggongdaehak-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Email: ililsa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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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이민국 공인 통역 자격증 한-영 (ILSAT) 취득 

국가 사업 제안서 및 보고서 번역, 영상 한글-영어 번역, 자막 제작, 1:1 통역, 원격 통역, 연속 통역 

 

자격 및 요약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민국 한-영 및 영-한 공인 통역사 (ILSAT) 취득 

- Humber College 에서 언어 통역사 자격증 코스 수료  

-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제안서 및 보고서 한-영 번역 

- 통역 및 번역사로서의 직업 윤리 엄수 

-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 IT, 지역사회, 의료, 법조, 고객 응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능력 

- 충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 

-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 환경에 대한 준비성 철저 
 

경력     
 

영상 번역가 

Rev, 샌 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미국                       1월 2019 ~ 현재까지 

- Rev 의 영상 번역가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작업 

- 다양한 지식과 깊은 경험으로 양질의 번역과 자막을 제공 

- 순수 과학, IT, 네트워크, 서버,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질의 번역 제공 

- 웹 기반 자막 제작 툴을 사용하여 작업 

- 번역된 자막은 회사로부터 QA 단계를 거치고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항상 각 프로젝트마다 주어진 기한과 시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 

 

의료 통역사 

LanguageLine Solutions, 몬터레이, 캘리포니아주, 미국    3월 2017 ~ 12월 2018 

- 정규직 전문 의료 통역사로 근무 

- 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고객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 통역 서비스 제공 

- 의료 전문통역사로 근무하며 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고 또한 IT, 건강보험, 정부 서비스,  

공공 교육, 금융 분야, 고객 상담 등 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 

- 의료및 모든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자기 학습과 트레이닝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언제나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추구 

- 전문적이며 중립적인 통역사로서의 위치를 항상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함을 추구 

 
통역사 

All Language Ltd, 토론토, 온타리오주, 캐나다     11월 2016 ~ 5월 2017 

MCIS Language Services, 노스욕, 온타리오주, 캐나다      6월 2016 ~ 5월 2017 
- 해당 2 회사에서 프리랜서 전문 통역사로 의료, 지역사회 및 법률 분야에서 1:1 통역 서비스 제공 

- 근무 중 전문성, 중립성, 신뢰성, 정확성, 통역사로서의 역할을 항상 유지 

- 자가 차량을 이용해 뉴 마켓, 오샤와, 해밀턴 등 토론토 광역 지역 전체를 이동하며 파견 근무 

- 항상 통역 서비스 제공 장소에 15 분에서 30 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준비 

- 이메일과 휴대폰을 사용하여 해당 회사와 빠르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 수행 

- 넷플릭스 고객 한국 시장 설문조사 프로젝트 영상을 번역하고 Audacity 툴을 사용하여 더빙 녹음 (한→영)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 수행  

-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위해 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다문화적 양상에 집중하여 역할을 수행 



 
영상 번역 및 자막 제작 

Universal Language Solution, 영국      11월 2015 ~ 8월 2016 

- IT, 마케팅, 사업 교육용 영상을 번역 및 자막 제작 (영→한) 

- 양질의 번역을 위해 기술적 용어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번역 진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egisub 툴을 사용 

-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해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캐나다 내에서 마무리함 
 

 

 

번역가 – 인턴십 

한국 항공대 개도국 기술 개발 지원팀, 대한민국 11월 2013 ~ 2월 2014 
- 개도국 대상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 제안서, 보고서, 한국 국제 협력단 (KOICA) 관련 문서 번역 

- 사업 대상 개도국에 대한 사회, 교육, 정치 분야에 대한 조사 진행 

- 에티오피아, 카메룬, 모잠비크, 캄보디아, 우간다, 르완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 보고서 번역 

- 번역시 사용한 툴: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 구글 응용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 Google Doc, Sheet, Drive, Gmail and Calendar 

 
수학 강사 

종합 보습 학원, 대한민국       3월 2006 ~ 9월 2012 

- 초등 3 학년부터 고등 3 학년까지 수학 강의 

- 새로운 강의 방법과 강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강의에 사용 

-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학생마다 자세한 보고서 작성 

-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 진행 

- 학생을 위해 최상의 학습 조건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업 시간과 수업 방식 조정 

-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수행 

- 학생들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특별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 

- 학생들의 학습 외 개인적인 고충을 위해 1:1 대화 시간을 제공 
 

 

교육 및 자격증   
 

Language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2월 2016 ~ 11월 2016 

Humber College, Toronto, ON, Canada 
 

ILSAT Certificate        6월 2016 

Interpreter Language and Skills Assessment Tool 
Certifi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대학교          3월 2006 ~ 2월 2014 

한국 항공대학교 – 전자 및 항공 전자 공학 학사   

 

추천인  
 

강철호, 실장, 한국 항공대 개도국 기술 개발 지원 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이메일: ililsa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