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사항
<드라마>
2020.10 CJ enm웹드라마 좀예민해도 괜찮아 –단역 (대사)
2020.11 TVN 철인왕후 옥 아이 (이미지단역)
2020.11 SBS 불새
2020.02 JTBC 릴리즈(조연) (대사)
2020.03 SBS 조선구마사
2021.05 중국 키즈 웹드라마 "매직랜드3" 조연 (중국어대사)
2021.08 MBC 옷소매 붉은끝동 _ 생각시연 (이미지단역)
2021.08 KBS 신사와아가씨 임예진 어린시절 (소품)
2021.09 한국MDRT협회 웹드라마 민지역 (단역)
2021.10 JTBC 그린마더스클럽 (단역) 
<영화>
2020.08 단편영화 gs지원 <Hole_ 다현역> -조연
2020.10 단편영화 벽운마을_조연
2020.11 서경대 성냥팔이소녀 _-성냥팔이소녀역
2020.11 한양대학원 리틀 스튜디어스 _슬비역
2020.11 단편영화 그래도 나는 누나가 좋아 – 주연
2021.01 단편영화귀가 -주연
2021.03 단편영화 딱지 - 주연
2021.05 상업영화 브로커 이미지단역
2021.05 단편영화 안산자락길–주연 (우수상 수상)
2021.05 용인대 단편영화 인형 – 주연
2021.07 상업영화 "우리들은자란다 " 박지환 딸역
2021.08 홍익대 단편 "꿈의정원" 어린은수역
2021.08 중앙대 단편 W.A.Y? 유빈친구
2021.08 한국예술종합학교 단편 “장마“ 주연
2021.08 제6회 충무로영화제_ 충무로 99 _ 주연
2021.09 국민대 드라이브 – 주조연
2021.09 단편영화 삼형제바위 – 주연딸역
2021.10 단편영화 그곳은 _ 주연
2021.11 단편영화 선생님을 찾습니다 - 주연
<촬영> 
2020.10 유튜브 <어썸코리아> (영어프리토킹)
2020.11 한양대학교 Erika 뮤직비디오 주연
2020.11 호두 잉글리쉬 바이럴홍보
2020.11 꿈꾸는 요셉 어린이 브랜드가구 광고
2020.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홍보영상
2020.12 윤선생 영어 바이럴영상 (영어)
2021.01  미마마스크공모전
2021.01 클래스팅 바이럴
2021.02 오븐마루 치킨
2021.04 SRT 홍보 유튜브 콘텐츠
2021.06 YG 악동뮤지션 [전쟁터]  -뮤직비디오
2021.06 YG 악동뮤지션 [낙하]  -뮤직비디오
2021.07 세이브더칠드런
2021.08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공모전
2021.09 서울대연구소 교통안전디바이스 CES 상영작
2021.11 아동권리보장원 “ 중국어린이역”

이름 : 이시연
년생 : 2013년 4월 15일
키/몸무게 : 137cm , 29kg

거주지 : 서울
특기 : 골프,영어(프리토킹가능),수영,피아노,중국어(HSK1급),태권도,
바이올린,대본숙지,이해력,댄스,바이올린,기타

<광고> 
2020.10 KBS TV 공익캠페인 어린이교통안전
2021.02 [게임]제2의나라 TV광고
2021.04 TV광고 현대해상
2021.05 TV cf 엔픽플X홀인원 광고(With 박세리선수)
2021.06 보건복지부 공익광고
2021.06 법률앱 "로플" 바이럴
2021.08 TVcf (전매체) DB금융 (6개월전속)
2021.10 현대큐밍 정수기
2021.12 SK 기업PR 지면



< 무보정 현재사진 > 



중국”샤오링엔터테인먼트“  매직세계3 
_ 단역 (중국어대사) 
중국1억뷰 / 중국내1위 모두중국인과 촬영

TVcf 현대해상

JTBC 릴리즈단역(대사)

YG악동뮤지션”전쟁터“ 뮤직비디오

JTBC 그린마더스클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