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다 겸
(59년생)

키 :  160 cm

몸무게 : 60 kg

특기: 일본어 (상급)













개그맨 이세영 주연 <개그가 좋다>1화 ‘ 동네 산책 아줌마’ 역 출연 스샷



활동 이력
<광고 및 유튜브 컨텐츠>

1. 씨드비 물염색약 홍보영상 모델 2. 뉴트리원 홈쇼핑 인서트영상 모델 출연 3. Diet 음
료제품 홍보영상 모델

4. Hitvision Utube 채널 컨덴츠 1회 출연

5. 사회실험 contents “마스크 사려는 할머니” 역

6. 대전 2호선 TRAM 홍보영상 모델

7. 마사지볼 홍보영상 메인모델

8. 농림 수산부 마늘홍보영상 ‘마늘깡’ 댄스아줌마 역, 

9. 브로리코 홍보영상 ‘엄마’ 역

<영화 및 드라마>

단편영화 <후레자식> 중 ‘춘자’ 역 (주연)    

단편영화 <운수좋은날> 중 ‘헤어메이크업 실장’ 역

단편영화 <복혜> 중 ‘복혜이모’ 역

단편영화 <선물> 중 ‘대전 댁’ 역

단편영화 <little summer> ‘슈퍼 아줌마’ 역

단편영화 <진통제> 중 ‘고모’ 역

단편영화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옆집 아주머니’역, 단편영화< 광암동 > ‘엄마’ 역

개그가좋다(개그우먼이세영 주연)>에피소드1 중 ‘산책아줌마’ 역

시트콤 <절찬 제작중>단역 ‘화장실 청소아줌마’역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가족의 세계’중 엄마2 역 (8월3일자 방영)

Mbn <천기누설> 열무김치 편 출연

10. 브로리코 홍보영상 ‘엄마’ 역

11. 오븐마루 치킨 공모전 영상 ‘나문희’ 역

12. EBS명의 ‘며느리’역

13. 훼라민Q홍보영상 ‘갱년기 엄마’역

14. 애터미 보정속옷 BnA 모델

15. 노인용 운동기구 홍보영상 모델

SBS모닝와이드 <이혼의 세계> ‘친정 어머니’역

Kbs<연애의 참견> ‘이웃집 아주머니’ 역



<정다겸 영상 링크 >
착한 아줌마 역 연기영상 : https://youtu.be/_3iB0CqEH5w

<브로리코>홍보영상 연기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VfPQasy6o8

단편영화 <선물> 출연영상 : https://youtu.be/9ZnvjZ-Dkus

단편영화 <복혜> 출연 영상: https://youtu.be/jU3SkKirdNw

단편영화 <진통제> 출연 영상 : https://youtu.be/T7DGPfxFZzo

단편영화 <운수좋은날> 출연 영상 : https://youtu.be/TYhFFMCJkbg

단편영화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출연 영상 : https://youtu.be/qLu02O-axbI

유두브 채널<더블비>출연 영상: https://youtu.be/xQHgEyaGS-o

마사지볼 홍보영상 : https://youtu.be/NopF2YllhZY

SBS모닝와이드 <이혼의 세계> 출연장면 : https://youtu.be/7GrdoF1gwss

kbs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가족의 세계> 출연장면(무당 역): https://youtu.be/Eksb6vfTcLk

kbs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가족의 세계> 출연장면2(시어머니 역) :https://youtu.be/uty8D5SJIvg

채널 OA 출연영상1 : https://youtu.be/HzcfgP7U4nY

채널 OA 출연영상 : https://youtu.be/3hSVJoaLv7w

홈쇼핑 interview영상: https://youtu.be/fxMgvUpBqKg

염색약 광고 영상 : https://youtu.be/gzkWZavH9EE

정다겸 자기소개 영상 : https://youtu.be/KzIIyvvE6I0

정다겸 자유연기영상1 : https://youtu.be/lUJkB-bhhsY

정다겸 자유연기영상2 : https://youtu.be/HztLkb8xI1c

정다겸_개그가 좋다(개그우먼 이세영주연) 1화 출연장면: https://youtu.be/YaCK-ODpF68

유튜브 채널 굿닥 픽쳐스 출연영상 : https://youtu.be/zfTqC5uK1bQ

정다겸 일상영상 : https://youtu.be/M9YyBKF4YPg

•

정다겸 불쌍한 할머니 연기영 상: https://youtu.be/EDnWZLrxjrc

정다겸 댄스 영상 : https://youtu.be/wCoWxYPTHvI

<훼라민 Q 홍보영상 엄마 역> : https://youtu.be/-dREdUJoYj0

오븐마루 공모전: 
https://www.youtube.com/watch?v=c0O5YIS3vM8

터치풋 홍보영상 메인모델
https://youtu.be/twBR9PxkSo0

연애의 참견 ‘옆집 아주머니’역 : https://youtu.be/COxkO8CnL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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