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경주

키: 177 몸무게: 82kg 혈액형: AB형
고향: 부산 현 거주지: 서울
가족관계: 2남1녀 중 막내
생년월일: 1986년 8월 15일 ( 35세)
학력: 서울 호서예술전문학교연기예술학부졸업
부산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특기: 중국어, 랩

<작품 활동> 
영화(단편): KAFA단편영화 <끈>, KAFA단편영화<날파리> 
<마주하는 순간> <오주님> <고개숙인남자> <미쓰오더> 
<불청객> <나랑 같이 있어줘> <아빠를 쏠텐가> <정신차렷>
<아담 하와> <tv 아프리카> <잠깐만 아직이야>  <코인을
넣어주세요> 외 다수
(장편): 1.보이스 2.조작된 도시 3. 공조 4. 사실적으로다가 5. 
고양이 장례식 6. 제보자 7. 화장 8. 깡철이 7. 리모콘 펭귄
연극
--- 마당극<사랑에 속고 도에 울고> 아버지 역 , <지독한
사랑2015> 중 현석 역, <곰, 청혼> 츄부꼬프, 루까 역
<그들만의 진실> 중 이노키 역
<몽타주>중 조상철 형사, 유홍준 역
<탐구생활> 중 C 역 <유리 가면> 중 상욱, 제작실장 역
---국내 극작가전5분연극제 <부자유친>중 영조 역
<대한민국 떨거지들>중 ‘일규’ 역
<그 남자, 보이첵> 중 대위 역, 9..<정인>중 해변남, 이삿짐센터
직원역
사할린 동포를 위한 콘서트 중 오프닝 연극 <아버지의 편지>중
아버지 역
셰익스피어 5분연극제 <리어왕>중 리어왕 역(대상수상), 
<콧수염 공포증> 중 그라임스 사장 역
<여배우>중 손자환 박사 역 ,
<지독한 사랑>중 민지 아버지 역
<지하철 1호선> 중 ‘김병장’ 역 외8역 (1인 9역) 
<서푼짜리 오페라> 중 ‘브라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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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177 cm

• 몸무게: 77kg

• 혈액형: AB형 고향: 부산 현 거주지: 서울

• 가족관계: 2남1녀 중 막내

• 생년월일: 1986년 8월 15일 ( 34세)

• 학력: 서울 호서예술전문학교연기예술학부졸업

• 부산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특기: 랩, 중국어, 쌍절곤 , 카레 , 김치찌개

<작품 활동> 

• 영화(단편): KAFA단편영화 <끈>, KAFA단편영화<날파리> <마주하는 순간> <오주님> <고개숙인남자> <미쓰오더> 
<불청객> <나랑 같이 있어줘> <아빠를 쏠텐가> <정신차렷> <아담 하와> <tv 아프리카> <잠깐만 아직이야>  <코인을
넣어주세요> 외 다수

• (장편): 1.보이스 2.조작된 도시 3. 공조 4. 사실적으로다가 5. 고양이 장례식 6. 제보자 7. 화장 8. 깡철이 7. 리모콘 펭귄

• 연극

--- 마당극<사랑에 속고 도에 울고> 아버지 역 , <지독한 사랑2015> 중 현석 역, <곰, 청혼> 츄부꼬프, 루까 역 <그들만의 진실> 
중 이노키 역

<몽타주>중 조상철 형사, 유홍준 역

<탐구생활> 중 C 역 <유리 가면> 중 상욱, 제작실장 역

---국내 극작가전5분연극제 <부자유친>중 영조 역

<대한민국 떨거지들>중 ‘일규’ 역

<그 남자, 보이첵> 중 대위 역, 9..<정인>중 해변남, 이삿짐센터 직원역

사할린 동포를 위한 콘서트 중 오프닝 연극 <아버지의 편지>중 아버지 역

셰익스피어 5분연극제 <리어왕>중 리어왕 역(대상수상), 

<콧수염 공포증> 중 그라임스 사장 역

<여배우>중 손자환 박사 역 ,

<지독한 사랑>중 민지 아버지 역

<지하철 1호선> 중 ‘김병장’ 역 외8역 (1인 9역) 

<서푼짜리 오페라> 중 ‘브라운’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