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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지역

● 2012. 6. ~ 2012. 12. (7개월)

    서울통역학원 - 비즈니스 통역 및 Private tour 관광안내   

● 2009 ~ 2010 (1년)

    풍인무역 - 미국 VIP 바이어 대상 의류수출 상담, 통역 및 의전과 시내관광안내

● 1987 ~ 2009 (23년)

    PBMS 미국계 회사 - 미국 VIP바이어 대상 의류수출 상담, 통역 및 의전과 시내관광안내.

   해외에서 열리는 섬유관련 많은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함과 동시에, organizer로서

   한국벤더 참가자들의 해외에서의 모든 일정과 미팅을 주선함.

● 국제회의 (VIP 의전 전문), MICE 관광 통역

● 비즈니스 통역 (섬유 관련 비즈니스 상담 및 통역은 동시통역 가능함) 

● 산업시찰관광

● 시내 역사관광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외국인 VIP 한국 방문 시 Premium Tour Guide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  2009년 9월 ~ 2010년 10월: 풍인무역, 상무이사(의류 섬유수출US$ 4천만불 매출실적) 해외

영업 부서 (25명 직원) 총괄관리, 미국 바이어들을 위한 모든 영어 의사소통, 통역, 상담, VIP의

전.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한국회사 대표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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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PR ●  1987년 11월 ~ 2009년 8월: PBMS (미국계  바잉오피스) 상무이사 (매출US$ 1억6천만불)

●  이사, 상무 임원으로 10년 이상 미국계 회사 근무, 미국의 유명의류 브랜드인 Michael Kors, 

Liz Claiborne, Talbots, Ann Taylor, Ralph Lauren Polo등의 CEO, Executive Directors 

VIPs 한국 방문 시 공항 pick-up, 상담, 식사, 관광, 공항 배웅까지 full customer service 제

공 경험. 해외에서 열리는 섬유관련 많은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로 15년 이상 참가함.

●  미국계 회사인 PBMS에 23년간 근무할 때 $ 1천4백만 불을 10년 만에 $ 1억6천만 불로 매출 

신장 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 거래처 바이어들로부터 Best country & team 으로 인정받음.

●  VIP 의전시 일을 추진함에 있어 1분 단위의 철저한 계획과 사전 답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고객 

맞춤 일정표를 준비,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 달성.

●  25개 이상의 국가들(미국, 유럽, 중남미 & 남미, 홍콩과 동남아시아)로의 해외 업무 출장과 다

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일한 경험으로 각 나라의 문화적, 성격 차이를 잘 파악하여 각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잘 맞추고, 국제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갖춘 글로벌 인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