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김 봉 수      ✦생년 : 45.9.15 (만69세)    ✦ 키 : 170cm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하는일 : 연기자 (주,조,단역), CF모델 

✦최종학력 : 성균관대학교 상대 졸업 
✦수상경력 : 최우수연기상…제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영 화)

   *지옥..........노인역(단역)     *정가네목장.......마을어른(단) 

    ⋆야관문..............약초상주인(단역) ⋆청춘학당...... ..정난이아버지(단역)

    ⋆7번방의 선물 ......아버지역(단역) ⋆은교...........박혜일노후대역(단역)

    ⋆베를린..............북한군장성(단역) ⋆ 기 묘 한 가 족 . . . . . 좀 비 . . . . . . ( 단 역 )

    ⋆악마를 보았다..최민식의 부(단역) ⋆특수본..............시위주동자(단역)

    ⋆담보..............감방의 노인(단역)   ⋆김종욱 찾기..........할아버지(단역)

    ⋆친정엄마......박혜진의 교수(단역) ⋆ 지 옥 . . 노 인 역 . . . ( 단 역 )

    ⋆화려한휴가......금남로 노인(단역) ⋆작전.... . . . . . .거액주식투자자(단역)

    ⋆날아라 펭귄..박인환의 친구(단역)  ⋆기담.... ... ..유일한 생존환자(단역)

    ⋆까페의 르와르 .....동방박사(단역)  ⋆실종..................늙은 어부(단역)  

    ⋆헬로 마이러브..조안의 교수(단역) ⋆킹콩을 들다..아버지(단역) 외20편

≪방송, 드라마≫ (방송등급:MBC 본방 6등

     *KBS2 일일드라마“미스몬태크리스토”79부...........노인 2역(단역)

     *OCN   금토드라마  “다크홀”2부.....................마을노인(단역)

     *jtbc   금토드라마 ‘괴물’3부..............................산속에사는노인(단역)

    ⋆MBC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 1부............................귀신사담역(단역)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 1부.....................................노인역(단역)

    ⋆TVN 주말드라마 “감자별” 101부...............................할아버지역(단역)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회..........................할아버지역(단역)

    ⋆jtvc 주말드라마 “맏이” 46회...........................................경비역(단역)

    ⋆KBS2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6부...................덴카이부하 신관역(단역)

    ⋆MBC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 34부......................노부부역(단역)

    ⋆TVN 드라마 “응급남녀” 1부와 7부............................교회신도역(단역)

    ⋆TVN 드라마 “천국의 눈물” 50부.......................요양원할아버지역(단역)

    ⋆MBC 드라마 “수백향” 15,22,59,96,101,102,107부............어의역(단역)

    ⋆MBC 단막극 “기막힌 장례식”.....................송노인역(백일섭친구)(조연)

    ⋆MBC 일일드라마 “허준”.................................................환자역(단역)

    ⋆SBS 수목미니시리즈 “너의목소리가들려” 4부.................노숙자역(단역)

    ⋆MBC 월화드라마 “마의” 15부.........................................환자역(단역)

    ⋆MBC 주말드라마 “무신” 42부...................................마을노인역(단역)

    ⋆SBS 일일드라마 “가족의탄생” 18부.................................노인역(단역)

    ⋆MBC 일일드라마 “그대없인 못살아”.................................주례역(단역)

    ⋆SBS 주말극장 “맛있는 인생” 22부.................................주례역(단역)

    ⋆KBS2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빵집손님(단역)

    ⋆SBS 드라마 “그대를 사랑합니다”.................상인회장역(단역)외 다다수

   

≪단편≫ 청주예대, 서울예대, 한예종, 건국대, 용인대, 대진대 등 60여편

≪CF≫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면 광고...메인

  ⋆라이나 OK 실버보험...메인

  ⋆국민은행 지면광고 (메인)

  ⋆푸르덴셜 보험 (메인)...SBS, KBS, MBC에 방영

  ⋆한라 비발디 APT 광고 CF (메인)

  ⋆(주)금호전기(번개표 전구 형광등 조명기구) 지면 및 와일드광고...메인

  ⋆농지연금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메인)

  ⋆기아차 소렌토R 광고

  ⋆서울장수막걸리 해외편 광고 (메인)

  ⋆행정안전부 “민생24” 홍보

  ⋆코레일 KTX 홍보

  ⋆KB금융그룹 광고(이승기, 김연아 등과)

  ⋆LG기업홍보..지면

  ⋆농협중앙회 농산물유통혁신광고(메인)

  ⋆생명보험협회 캠페인(메인)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익광고(메인)

  ⋆야쿠르트 잡지 “창간호” 표지 모델

  ⋆용인캐리비안베이 광고

  ⋆디지털케이블TV 홍보 (한효주, 양준혁과 같이)

  ⋆경북 영양고추 지면･옥외 광고...메인

  ⋆인천검단지역 힐스테이트 APT 홍보동영상(현대건설, 메인)

  ⋆한우홍보 CF (메인)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면 광고(임현식,임옥경,오상진 등과) 외 다다수

≪패션쇼≫

  ⋆시니어 의상패션쇼 모델 : 일산 KENTEX에서 3일간

  ⋆정통부주관 2007 차세대 컴퓨터 UFC 패션쇼 모델 : 코엑스 태평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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