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 2015년 05월 11일

신장 115cm 몸무게 23kg 

경력사항

[드라마]
2021 천일야사 242회 어린종단역
2021 JTBC 너를닮은사람 9회 고속터미널 아이역
2021 웹드라마 수호 어??지호 꼬마아이역
2021 tvN드라마 마인 유치원아이
2020 MBC 카이로스 1화 음악연주회 관람아이
2020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유치원아이
2020 MBC 미쓰라는 알고있다 엘레베이터아이
2020 KBS2 우아한모녀 어린이집 등원씬

[영화]
2021 단국대학교 졸업작품 <작은집 이야기>주연 은지역
2021 서울호서예술 실용전문학교 단편영화

<안녕,뚱이> 주연 예은역
2021 수원대학교 영화과 오늘며칠이죠 주연 소민역
2021 한국영상대학교 졸업작품"달빛" 

주연 문보름 역할
2021 페이크다큐 필름에세이<Movie>여자아이
2020 조이앤시네마 (주)K.R.C.G 제공

이승환감독님 (원룸)가제 장편독립영화
주인공아역 어린하늘역

2020 동국대 졸업영화(거북이는 용감하다)가제
주인공아역 어린지은역

2020 추계예술대학교(곰곰히생각해보니)단편영화
주연 소연역(우는연기 있습니다)

2020 서강대학교 졸업영화<Dream Studio>
주인공회상씬 어린윤서역

2020 독립영화 유산 집을보러온 가족 단역아이
2020 상업영화 *방관 어린이집아이

(2021년 개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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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고 )

2021 교육콘텐츠 땅콩스쿨 홍보영상
20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업홍보물
2021 최성봉MV (Tonight) 부잣집딸역할
2021 닥터데디스 저불소 치약광고
2021 유튜브채널 일미터 사회실험영상
2021 구리뉴그린,구린뉴딜구리UCC공모전 아이역

(제2회 시민행복 구리시 대상 당선작)
2021 아동학대방지 예방 TV-CF 캠페인광고
2021 동심 사내교육프로그램 영상촬영
2021 EBS <내친구몬덕이>
2021 베러데이 키즈데이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바이럴영상
2021 수퍼비글로벌디자인그룹 아키핀 홍보영상
2021 V커머스<나른>브랜드 캠페인영상
2021 머니투데이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힐링센터편
2021 타이니 키즈카페 홍보영상
2021 아이아트 광고 홍보영상 미술놀이 아이역
2020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영상
2020 KBS Kids와 함께하는 풍성한한가위

2020 추석인사
2020 유트뷰 BODA채널
(한국 어린이와 외국인이 만난다면편)
2020 생활용품 궁서체 곰팡이편
2020 신한금융그룹[같이삽시다X 희망으로
같이 가게]
2020 다다스튜디오(와치픽) 유어피스 슬리밍케어

손맛사지 영상촬영
2020 가정의달 관련 공익광고
2020 20SS 탑텐 쿨에어 ''대한민국 해열

이너웨어편"유치원생 (전매체)
2020 카운티 뉴브리즈 현대자동차

어린이집버스편
2020 실리만 지퍼백 바이럴 광고촬영
2020 (주)뉴원컨텐츠 우리아이들스튜디오

유트브채널 촬영
2020 정관장 홍이장군 바이럴영상 유치원생
2020 제프라이더 온 토이 (붕붕카) 인서트촬영
2020 제니튼 치카송 유튜브 촬영

[홈쇼핑]

2021 Carrier 음식물분쇄기
2021 NS홈쇼핑 레인보우 해먹
2021 스마트 클린 제로매트
2021 NS홈쇼핑 보루네오 매트리스
2020 제트라이더 온 토이 붕붕카 인서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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