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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수민 SONG SUMIN

촬영 시 감독님께서 칭찬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콘티든지

어깨 올라가서 웃으며 다 해내는 아이입니다.



WORK HISTORY

[TVCF]
2019.03.06 - 삼성플렉스워시 세탁기 TVCF 
2020.08.28 - 다우니 섬유유연제 TVCF
2021.04.30 – kt올레tv 키즈랜드 TVCF

[광고,홍보]
2018.09.08 - 제로타올 홍보영상
2019.03.26 - <얌얌> 음식리뷰 홍보영상
2019.05.01 - 프로스랩 유산균볼 바이럴
2019.05.21 - 릴렉스팟 뜸 바이럴
2019.06.13 - 리틀타익스 장난감 바이럴
2019.10.30 - 줄라이카 무소움 붕붕카 바이럴
2019.11.18 - 라누베 토퍼 매트리스 바이럴
2020.06.18 - 파크론 제로블럭 시공매트 바이럴
2020.07.09 - “쁘띠앤” 기업 홍보영상
2020.09.24 - 박나래 기절침구 홈앤쇼핑 홈쇼핑영상
2020.12.10 - 현대자동차 사내 드라마 컨텐츠 영상
2020.12.16 – 베스틴 스마트IoT 조명 바이럴
2021.02.10 - KT 키즈랜드 보도촬영
2021.03.03 - 웅진씽크빅 딸기콩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uysl7N8Ugk8
2021.04.06 – 블랙몬스터(남성뷰티브랜드)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_ixP1QuPrZY
2021.04.13 – 사송 더샵 데시앙 아파트 모델하우스 바이럴
2021.04.19 – 미로선풍기 바이럴 & 지면
2021.04.20 – 쉐보레 트래버스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wGiHuCBfxT8
2021.04.29 – 뉴엘라이프 초유단백질 바이럴
2021.06.03 – 유어셀 자화수 샤워기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uH7tRVHRikY

2021.06.18 – 플립박스 직업체험키트 바이럴 & 지면

https://www.youtube.com/watch?v=R2lsdWMNxL4
2021.06.22 – SK스토아 홈쇼핑 영상
2021.06.23 – 코자요 베개커버 홈쇼핑인서트
2021.07.28 – 맘스도어 바이럴
2021.08.26 – 휴마스타(제습.환기장치) 브랜드영상
2021.09.09 – 아이힐 키즈락 유산균 바이럴
2021.09.13 – 안동 한국전통테마파크 홍보영상
2021.10.06 – 경주 엑스포공원 켄텐츠촬영
2021.10.29  - 경기도 군포시 홍보영상
2021.11.02 – KT디지털 (로봇후니 서빙편) 바이럴
2021.11.04 – 경주 디지털콘텐츠 관광홍보영상

[지면]
2021.02.26 - 애니가드 소형마스크 지면
https://smartstore.naver.com/anyguardmask/products/5471807821
2021.03.19 – 홈카페 시럽(요망한 딸기) 지면

https://smartstore.naver.com/yomangsyrup/products/5585095957
2021.07.27 – 게티이미지 스톡촬영 ( 4인가족 라이프스타일 & 여행 )
2021.08.04 – 위니코니(레저용품) 지면
2021.10.05 – 와우키즈(에그톡 크레파스.물감) 지면

[드라마,영화]
2019.07.04 - 드라마 “웰컴2라이프” 소품촬영
2019.10.28 - 단편영화 “ZOO” 주인공 아역시절
2020.02.09 - 단편영화 “택배로 보내온 아빠” 수민역 (주인공아들) 
▶ (롯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캠페인) 
2020.08.30 - 예능드라마 “애로부부” 12회차 시온역 (주인공아들) 
https://www.youtube.com/watch?v=UYA0_sNe12Q
2020.10.23 - 단막드라마 “호놀룰루 빨래방” 제8화 수민역 (주인공 손자) 
▶ (KBS 부산,대구,창원 공동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MbH-DzLD_Xc

[공익광고]
2019.08.08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 공익광고
2020.08.13 - 산림청주최 도시숲 홍보영상
2020.12.03 - KBS부산 공익광고 (부산수협: 수산물시장 소비장려편)
2021.09.12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d7H1IUkRfQ

2021.09.28 – 홈케어플래너(아동학대예방캠페인)  홍보영상
2021.11.16 – 수소산업 TV캠페인(전라북도청)

[피팅]
2021.06.07 – 베베모노 수트 피팅

[스튜디오]
2019.01.24 - 행복스튜디오 홍보모델
2019.11.08 - 베이비다이어리 스튜디오 홍보모델

[수상]
2019.01 - 제16회 깜부키즈테마파크 뉴페이스콘테스트 베이비파트 수상
2020.06 - [함소아]함박웃는아이 선발대회 “감성가득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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