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영화]
2021  <늑대사냥> / 일본군 장교
2021  Netflix <The Nth Room> / 보이스피싱2
2020  <천년여우 구미호> / 재현 & 진영 (1인 2역)

[단편영화]
2021  동국대 & 한예종 합작 <그들의 변> / 증권남 기만
2021  이주의 인문학 프로젝트 <대한국인> / 배민철 {연출}
2021  <가망 : 가슴에 새기는 희망> / 의사
2020  <벽운마을의 산신제> / 아빠 {연출}
2020  <ICE> / 타쿠야
2019  수원시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주변> / 준오 {연출}
2018  성균관대 <Lure> / 30대 남자 외 다수

[드라마]
2020  MBC (광주) <간양록> / 가신

[웹드라마]
2020  <극한남자> / 이자카야 사장

[다큐멘터리]
2018  SBS <의렬단의 독립전쟁> / 김지섭

[교양프로그램]
2020  MBC <생방송 오늘 아침 3530회 – 데이트폭력 생존법> / 데이트폭력 남친 외 다수

[연극]
2019  극단 비상 <열 개의 인디언 인형> / 필립 롬바드 외 다수

[뮤지컬]
2020  극단 까치놀 <월드 오브 다크나이트> / 짝달 외 다수

[CF]
2021  <아이퀘스트 - 얼마> / 카센터 직원
2021  <티커(Ticker)> / 부장

[바이럴]
2021  <하이버프 인터뷰> / 면접관
2021  <신한금융그룹 투자플러스>
2021  <글램 - 좋은 남자, 아직 죽지 않았다> / 아재남
2021  <맨즈 엑스와이 클렌져> / 남편 외 다수
2020  <가족센터 SOC 홍보영상>, <대전 마케팅공사 홍보영상>,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 신혼부부 외 다수
2019  <서울시 애국가 영상>,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캠페인 영상>, <스타 법률사무소> / 파산남 친구 외 다수

[교육영상]
2021  <대테러 시설관리자 교육영상> / 호텔 시설관리자
2021  <건설현장안전 VR>
2021  <민방위 교육영상>

연락처 : 010-2718-2891 (평상시) & 010-5076-1328 (촬영중)

이메일 : pencio88@hanmail.net

인스타 : pencio88

학   력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특   기 : 일어, 축구, 달리기, 장기, 바카라

특이경력 :
아동권리 광고 <치어다보기> 제작 및 연출
SRT 홍보영상 제작 및 연출 (2021.3~2021.8)
육군 대위 전역 (2011.6~2018.9)

수상경력 :
2021 제2회 시민행복 구리시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 <우리家그린, 그린뉴딜구리> / 자전거 시민 {연출}
2021 영사조력법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당신의 영사콜센터> / 공무원 {연출}
2021 SRT 유튜브 PD 공모 오디션 ☆우수상 수상작☆ <Start & Restart> / 아들 {연출}
2020 제7회 서울 29초영화제 ☆장려상 수상작☆ <서울아 건강하자> / 아빠 {연출}
2020 운암 김성숙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 <민족의 단결을 위해> / 진행자 & 삼촌 {연출}
2020 이차돌 공모전 ☆4등 수상작☆ <이차는 이차돌> / 단원 {연출}
2019 울진 스토리텔링 문화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사랑바위> / 나그네

1988년 3월 28일 (34세) / 173cm 6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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