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년월일 2017년 03월 14일(5살)

∨ 키& 체중 103cm / 15 kg   

∨ 신발&의상사이즈 160 mm/100호~110호

∨ 거주지 서울 양천구 (자차가능)

∨ 특기&취미 노래부르기, 막춤추기, 재잘재잘 말하기

최 설아 ( C H O I  S E O L  A H )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아역배우 & 모델 최설아입니다.”



CF
20.01 GS25 30주년 유튜브/바이럴광고
20.07 CJ 제일안주 바이럴광고
20.09 한솔교육 핀덴아이 유튜브광고
20.10 직접판매공제조합 바이럴광고
21.01 딜라이트호텔 홍보 바이럴광고
21.01 우아한형제들 기업 바이럴광고
21.02 명륜진사갈비 바이럴광고
21.02 sk매직 공기청정기 후시녹음
21.03 LED 샤워기 바이럴광고
21.03 라연한의원 바이럴광고
21.03 한솔교육 핀덴아이 유튜브광고
21.03 유아화장품 바이럴광고(아토앤오투)
21.03 태양광 플랫폼 브랜드 바이럴광고
21.03 웅진북클럽 북큐레이터 디지털광고
21.03 디즈니주니어 맥스더핀스 TV광고
21.04 SKBtv 플레이송홈 TV광고
21.04 유한킴벌리 기업바이럴광고
21.04 케이워터 수자원공사 바이럴광고
21.04 비비고& kbs 캠페인 TV광고
21.05 나이키 바이럴 광고
21.06 뽀로로 키즈팝 브랜드 광고
21.06 namuh&care 벽지제품 바이럴광고
21.06 그렉스 욕실환기시스템 광고(홍보)영상
21.07 이마트24 올리고 캠페인 유튜브광고
21.08 “말끔하게” 과일세정제 광고
21.08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TV 공익광고
21.08 그린팬 브랜드 네이버TV, 유튜브광고
21.0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V 공익광고
21.09 스테비아 유튜브 바이럴 광고
21.09 친환경보일러 공익광고 케이블TV 광고
21.09 아이코닉스 타요 /워터스케치북 광고
21.09 보나벨라 상처크림 광고
21.09 몽디에스 화장품 TV 광고(전매체)
21.10 또또맘 아이용 간식 바이럴 광고
21.10 sk 기업브랜드 사내광고

홍보모델
20.08  ㈜하로월드 제품
20.10  스타트립) 어린아이 이상형월드컵편
20.10~ laon studio 유튜브채널 고정아역
20.12  코리아 보드게임 메인모델
20.12 남양유업 키즈 유튜브 콘텐츠
20.12 행정안전부 방역홍보유튜브/바이럴
21.01 pocopoco 자수제품 피팅
21.01 오리온 신제품 공식유튜브 콘텐츠
21.02 우아한형제들 기업캠페인 메인이미지
21.02 핀덴아이 sns콘텐츠 이미지
21.03 파크론 아소방 세제/클렌저 광고
21.01/3월 그린핑거 sns/커머스

(신학기용품라인/썬크림라인)  
21.03 INC미디어 홍보영상,소스컷(스톡)
21.03/10 퍼니퍼니플레이매트 1회지면/2회영상촬영
21.04 Hey My Love 인디밴드 그리너 뮤비
21.04 CJ 투니버스 “바람송＂ 유튜브
21.04 통일부 홍보영상(이산가족편)   
21.05 봉담프라이드시티 홍보영상
21.05/08/12월 닥터노아컨텐츠 3회차 촬영
21.05 오늘회 앱 홍보이미지촬영
21.05 글램핑가족 컨셉 스톡촬영
21.06 HIMPEL 휴벤EF, 휴젠뜨 홍보영상
21.06 신라에스지 브랜드 홍보영상
21.07 자코모 소파 지면촬영
21.08 붕붕몰 트램펄린 제품촬영
21.08/09 슬라운드 침구컨텐츠 2회차 촬영
21.08 putech 젤리맘(중소기업) 매트 홍보영상
21.09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영상
21.09 고양시 홍보영상
21.09 서울 영등포구 홍보영상
21.10 와우키즈 물감/크레파스 제품 촬영
21.10 에버쿨 아동복 겨울시즌 피팅촬영

그외 스튜디오 샘플 다수

Movie
20.09 단편(커피영화제) 다녀올게/딸역
20.10 단편-무명반점/ 여동생역
20.12 단편-힘들지만 괜찮아/딸하율역
21.07 단편-(박카스) 29초 영화제

Drama

20.09 sbs궁금한이야기y-(소품촬영)
새아빠의 지나친 훈육편 딸역

20.10 kbs1 “누가 뭐래도”5회(단역)
20.12 mbc 실화탐사대 109회 층간소음다툼편
21.06 mbc 실화탐사대 134회 쌍둥이음주수술편
21.07 sbs모닝와이드 “mcsi”모닝과학수사대 재연
21.08 mbn 프리한닥터t 9회-독박육아편 둘째역
21.10 mbc 다큐플렉스 33회 오은영리포트

홈쇼핑
20.04“아이챌린지”생방송
20.10  푸머스 매트리스 인서트
20.10“K쇼핑-극세사카페트”녹화방송
20.10“신세계쇼핑”가습기 녹화방송
21.02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eng
21.04 삼성비스포크정수기 인서트
21.04 gs홈 4월특집 브릿지촬영
21.04 비데 홈쇼핑 eng
21.04 마더킴 장조림 eng
21.04 퍼실세제 eng
21.05 아쿠아스팀 청소기 eng
21.07 매트 eng
21.09 닥터펩스토리 “세탁세제“ eng
21.10 w쇼핑 핫큘레이터

경 력 사 항 최 설아 (Choi seol-ah)  
2017년 3월14일



자 기 소 개 & 자 유 연 기 영 상 최 설아 (Choi seol-ah)  
2017년 3월14일

자기소개 자유연기1

“언제나 노력하고 공부하는 밝은 아이 최설아”입니다. 
노력하는 모습 예쁘게 봐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유연기2 자유연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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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