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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경 KIM, SANG KYUNG

출연작품
2018년 TVN <왕이 된 남자>
2016년 KBS <장영실>
2014년 SBS <가족끼리왜이래>
2010년 KBS <국가가부른다><화이트크리스마스>
2008년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2005년 KBS <변호사들>
외 다수

영화
2018년 고명성 감독 <남산시인 살인 사건>가제
2018년 이창희 감독 <사라진 밤>
2018년 홍기선 감독 <일급기밀>
2018년 홍창표 감독 <궁합>
2015년 손용호 감독 <살인의뢰>
2014년 김덕수 감독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2013년 정근섭 감독 <몽타주>
2012년 김지훈 감독 <더 타워>
2010년 홍상수 감독 <하하하>
2007년 김지훈 감독 <화려한 휴가>
극장전, 내 남자의 로맨스, 살인의추억, 생활의발견 등

수상
2014년 KBS연기대상 남자우수연기상
2007년 트루 드 코리아 홍보대사
2002년 춘사영화제 남우신인상



출연작품
2018년 KBS <같이살래요>
2017년 SBS <초인가족>
2016년 KBS <장영실>
2015년 MBC <폭풍의여자>
2013년 TVN <미친사랑>
2012년 MBC <그대없인 못살아>
2012년 채널A <불후의명작>
2011년 KBS <강력반> 
2009년 KBS <솔약국집 아들들> 
2008년 MBC <겨울새> 
2006년 SBS <101번째 프로포즈>
2005년 KBS <슬픔이여 안녕> 
2005년 KBS <열여덟 스물아홉>
2004년 KBS <오! 필승 봉순영> 
2003년 SBS <왕의 여자>
2002년 KBS <장희빈> 

영화
2018년 고명성 감독 <남산시인 살인 사건>가제
2018년 홍창표 감독 <궁합>
2017년 양우석 감독 <강철비>
2003년 김정호 감독 <쇼쇼쇼>
2002년 박영훈 감독 <중독>
2002년 박광현 감독 <묻지마 패밀리>

MC
2011~12년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박선영 PARK, SUN YOUNG



출연작품
2018년 KBS  <비켜라 운명아>
2017년 KBS  <최강 배달꾼>
2017년 SBS  <사랑은 방울방울>
2016년 TVN  <신데렐라 와 네명의 기사>
2016년 KBS  <천상의 약속>
2015년 SBS  <어머님은내며느리>
2014년 KBS  <트로트의여인>
2013년 MBC <스캔들>
2011년 SBS  <장미의전쟁>
2009년 KBS <바람의나라>
2007년 MBC <옥션하우스>
2006년 MBC <신돈>
그 외 다수

영화
2018년 박성수 감독 <cafe 푸른여인> 주연
2004년 김두영 감독 <클레멘타인> 주연

수상경력
KBS 연기대상 우수여자연기상(2001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1992년)
제32회 미스코리아 선 (1988년)

김혜리 KIM, HYE RI



김지영 KIM, JI YOUNG

출연작품
2018년 MBN <인연을 긋다>
2016년 SBS <사랑이 오네요>
2015년 MBC <위대한 조강지처 >
2014년 MBC <모두 다 김치> 
2012년 MBC <메이퀸> 

영화
2018년 이상근 감독 <엑시트>
2018년 김희정 감독 <프랑스 여자>
2018년 이창희 감독 <사라진 밤>
2017년 이용승 감독 <7호실>
2016년 홍지영 감독 <당신,거기 있어줄래요>
2014년 성시흡 감독 <플랜맨>
2012년 신수원, 홍지영, 이수연 감독<가족시네마> 
2012년 민병훈 감독 <터치> 

예능
2018년 채널A <워터걸스> 
2017년 E채널 <별거가 별거나>,<별거가 별거냐2>
2016년 KBS2 <우리는 형제입니다>
2015년 MBC 다큐스페셜 <나는 대한민국 여군이다>
2015년 MBC <일밤-진짜사나이 여군특집2>

수상
2016년 SAF연기대상 장편드라마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2014년 MBC 연기대상 연속극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2010년 KBS 연기대상 연속극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2008년 제7회 대한민국영화대상 여우조연상 [중략]



출연작품
2018년 JTBC <뷰티인사이드> 특별출연
2015년 KBS <징비록>
2014년 OCN <나쁜 녀석들>
2014년 KBS <정도전>

영화
2018년 고명성 감독 <남산시인 살인 사건>가제
2018년 김석윤 감독 <조선명탐정3>
2017년 김덕수 감독 <비정규직 특수요원>
2014년 성지혜 감독 <미국인 친구> 
2011년 김석윤 감독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2006년 김해곤 감독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예능
2017년 E채널 <별거가 별거냐>,<별거가 별거냐2>
2015년 JTBC <건강의 품격> MC
2008년 SBS 러브FM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좋아>

연극
2018년 <정조와햄릿>,<조선왕 멕베스>
2017년 <리어왕>
2016년 <정조와햄릿>
2016년 <맥베스>
2015년 <웃음의 대학>
2015년 우리음악듣기 <경복궁 음악회> <덕수궁 낭독회>
2015년 <웃음의 대학>
2014년 <이바노프>

남성진 NAM, SUNG JIN



김태한 KIM, TAE HAN

키/몸무게 182cm/72kg 79년생

출연작품
2018년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벌>
2016년 TVN <피리부는 사나이>
2015년 MBC <이브의사랑>
2015년 KBS <드라마스페셜>
2015년 KBS <프로듀사>
2012년 SBS <신의>

영화
2017년 양우석 감독 <강철비>
2017년 이용승 감독 <7호실>

연극,뮤지컬
2015년 <에릭사티>
2014년 <드가장>
2013년 <에릭사티>
2013년 <카페인 도쿄 Amuse>
2012년 <내 인생의 특종>
2012년 <커피프린스 1호점>
2011년 <겨울연가>
2010년 <김종욱 찾기>



키 / 168cm

출연작품
2018년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2017년 KBS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2016년 SBS <미세스캅2>
2015년 SBS <어머님은 내며느리>
2014년 JTBC<선암여고탐정단>

영화
2018년 고명성 감독 <남산시인 살인 사건>가제
2018년 이창희 감독 <사라진 밤>
2018년 홍창표 감독 <궁합>
2014년 박창진 감독 <설계>

연극
한여름 밤의 꿈
토끼와 포수
물고기축제

CF

웨딩 21.MAGAZINE, 메리빌 with 샤이니MAGAZINE, 메

리츠 미장센바이럴 영상,

금연공익광고 ,참 두유

한지안 HAN, JI AN 



키 / 168cm

출연작품
2018년 OCN <손>
2017년 OCN <블랙>
2017년 OCN <보이스>
2017년 SBS  <초인가족>
2015년 SBS  <냄새를 보는 소녀>

영화
2015년 임창상 감독 <나의사랑 나의신부>

윤 희 YUN HEE  /86년생



윤 희 YUN HEE



출연작품
2018년 TVN <진추하가 돌아왔다>   
2018년 KBS <같이살래요>

2016년 MBC <우주의 별이>

2015년 MBC <딱 너같은 딸>

2013년 KBS <직장의 신>

2012년 SBS <내인생의 단비>

2011년 KBS <우리집 여자들>

2010년 KBS <제빵왕 김탁구>

2010년 KBS <부자의 탄생>

영화

2018년 권오광 감독 <타짜3-원 아이드 잭>

2018년 이창희 감독 <사라진 밤>

2017년 김현석 감독 <아이 캔 스피크>

2016년 변성현 감독 <불한당> 

2016년 이윤기 감독 <어느날> 

2016년 조성은 감독 <우리연애의 이력> 

2016년 이윤기 감독 <남과여> 

2015년 이근우 감독 <프로젝트 패기> 

2015년 하기호 감독 <극적인 하룻밤> 

2015년 권오광 감독 <돌연변이> 

2014년 김현석 감독 <쎄시봉> 

2014년 하정우 감독 <허삼관> 
그 외 다수

이지훈 LEE, JI HUN



출연작품
2018년 JTBC <제3의매력>
2016년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2016년 KBS <다 잘 될 거야> 
2015년 SBS <냄새를 보는 소녀>
2015년 tvN <호구의 사랑> 
2014년 KBS <조선총잡이> 
2014년 SBS <비밀의 문:의궤 살인 사건> 
2013년 MBC <미스코리아> 
2012년 TV조선 <한반도> 
2011년 MBC <광복절 특집극 절정> 
2011년 SBS <무사 백동수> 
2011년 SBS <싸인> 
2010년 MBC <드라마 극장 사랑을 가르쳐 드립니다>
2010년 MBC <글로리아> 
2010년 KBS <국가가 부른다> 
2010년 MBC <파스타>    
그 외 다수

영화
2018년 권오광 감독 <타짜3-원 아이드 잭>
2018년 강윤성 감독 <롱리브더킹>
2015년 최경진 감독 <사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2015년 조치언 감독 <약장수>
2012년 안철호 감독 <저스트 프렌즈>
2011년 김진영 감독 <위험한 상견례>
2010년 박성진 감독 <가족 계획>
그 외 다수

최재환 CHOI, JAE HWAN



출연작품

영화
2018년 박성수 감독 <cafe 푸른여인> 주연
2018년 안정민 감독 <소녀의세계> 주연
2017년 김진남 감독 <삼천포가는길> 주연
2017년 손현우 감독 <이수아> 주연
연극
2017년 <고흐+이상;나쁜피> (후암스테이지)
2017년 <당신은 모르실거야> (후암스테이지)
2017년 <메디아 온 미디어> (Edinburgh Fringe Festival)
2016년 <메디아 온 미디어> (루마니아,싱가폴)
2015년 <육분의 육> (Reading 공연)
2015년 <열녀춘향> (두산아트센터)
2014년 <행복> (서울 단막극장, 부산 sm홀)
2013년 <광해, 왕이 된 남자>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수상내역
<삼천포로가는길>
2017년 인도 노이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2017년 러시아 유라시아 국제 월간영화제 10월

여우주연상
2017년 미국 오버 컴 페스티벌 여우주연상
2017년 미국 컬버 시티 필름 페스티벌

최우수국제영화상
<이수아>
2017년 짐바브웨 국제영화제(ZIFF) & 짐바브웨

여성국제영화제(IIFF) 최우수작품상 수상
2017년 제1회 서울이카루스드론국제영화제

일반부분 조직위원장상 수상

조수하 CHO, SOO HA



조수하 SHO, SOO HA



권 일 KWON, IL  /82년생

드라마
2018년 MBC <위대한유혹자>
연극
2017년 <나는 살인자입니다>
2017년 <국부>
2017년 <지구,인간,생명>
2016년 <후배 위하는 선배>
2016년 <뇌 vs AI>
2016년 <해야된다>
2016년 <크레센도 궁전>
2016년 <하녀들>
2016년 <고제>
2016년 <빛,색즉시공>

단편영화
2007년 박철진 감독 <보든말든,가든말든,잊든말든>
2006년 김기준 감독 <수정이와 권일이>
2006년 양효주 감독 <항산화작용>
2006년 정재근 감독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
2006년 엄세윤 감독 <단순한 열정>

수상경력
2007년 밀양연극제 젊은연출가전 남자연기상
2006년 ‘가면과 거울’ 인기상 수상

학력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졸업
2012년 모스크바 슈우킨 국립연극대학 연기과 졸업



클라라 CLARA                

출연작품
2014년 웹드라마 <러브포텐 – 순정의 시대>
2014년 tvN <응급남녀>
2013년 SBS <결혼의 여신>
2012년 SBS <맛있는 인생>
2012년 SBS <부탁해요 캡틴>
2011년 KBS <동안미녀>
2010년 KBS <바람불어 좋은 날>
2009년 MBC <인연 만들기>
2009년 MBC <태희혜교지현이>
2006년 MBC <거침없이 하이킥>
2006년 KBS2 <투명인간 최장수>

영화
2016년 XiaoFei Song 宋晓飞 송효비 감독 <情圣(정성)>
2016년 레옹 포치 감독 <제이드 팬던트>
2016년 文伟鸿 문위홍 감독 <사도행자: 특별수사대>
2014년 정범식 감독 <워킹걸>
2013년 타나카 미츠토시 감독 <리큐에게 물어라>

예능
2017년 JTBC2 <말괄량이 길들이기 2>
2017년 TRENDY <멋 좀 아는 언니 시즌2>
2016년 TRENDY <멋 좀 아는 언니>
2014년 SBS <패션왕 코리아 2>

AGENT / 김석영 이사 010-3703-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