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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사이즈

낯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성격으로 현장적응을 잘합니다.
감독님 디렉팅에 잘 따르며 콘티이해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1.10  단편영화 ‘방문‘ – 성빈역 (4회차)
21.09  단편영화 ‘엄마의 말씀‘- 진수역
21.05  청주 아카이빙 단편영화 ‘평화이용원‘ – 준혁역 (2회차)
21.03  단편영화 ‘모텔이 뭐에요?’ – 태현역
21.01  단편영화 ’개구쟁이‘ - 도윤역
20.10  상업영화 '시민덕희＇ -소품촬영, 놀이방씬
20.09  단편영화 '부고' - 장선생 아들역
20.08  단편영화 '서로에게 서로가' - 어린해인역
20.07  단편영화 '고집' - 하람역 (2회차)
20.05  단편영화 '다시,아이' - 놀이터 아이역

21.05  Jtbc ‘너를 닮은 사람‘ – 유치원생역
20.10 ocn ＇다크홀＇ – 진일이 놀리는 친구역
20.03  tvn ' 메모리스트' -유치원생역
20.03  ocn '본대로 말하라' -양만수 아들역 (소품촬영)
20.03  sbs ' 앨리스' – 오락하는 아이들씬

21.11  살고싶은 증평 TV광고 ‘마당이 넓은 집＇메인
21.09  노란발자국 교통안전캠페인 메인 - 동생역
21.09  아이핑거 손톱깨물기 방지 제품 광고 메인
21.08  호흡기 어플 ‘위키키‘ 홍보영상 메인 - 용의자역
21.07  미원 애쁘르팜 홍보영상 메인
21.06  SK가스 캠페인 ‘내가 늘 지켜요‘ 메인
21.06  종로구청 공공건축물 ‘구름이 머무는 담＇홍보 - 태권도아이역
21.05  당진시청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메인
21.05 충북지방경찰청 안전캠페인 ‘함께해유, 착한운전’ - 아이역
21.04  경기남부경찰청 다문화가정 아동학대근절 캠페인 메인
21.03  국토교통부 화물차공제조합 공익광고 메인 (전매체)
21.03  경기도청 군복무 상해보험 홍보영상 메인 - 동생역
21.03  경주 블루원 리조트 홍보영상 메인 - 아들역
21.02  교보생명 ICT 홍보영상 메인 – 동희역
21.02  AWS SUMMIT 티져영상 메인
20.12  CJ Feed & Care 기업 홍보영상 메인
20.12  에코플레이 교육상품 홍보영상 메인
20.1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홍보영상 - 맞벌이부부 아이역
20.07  산림청 홍보영상 메인
20.06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키앤'  바이럴 메인
20.05  맥도날드 '마이히어로' -입학하는 아이역
20.05  대림 스마트 욕실케어 바이럴 - 곰팡이역
20.04  가정의달 특집 가정폭력예방 공익광고 - 오빠역

21.08 mbc 심야괴담회 ‘핏줄’ - 영훈역
21.06 mbc 다큐플렉스 ‘아파트‘ – 하준역
21.02 유투브 ‘일미터‘ – <돈이 부족한 아이가 꽃을 사러 온다면> 편
20.11 beats by ellie ‘Just Fire’ M/V – 가면 쓴 아이역
20.10 밴드 줄리아 드림 'Flower Flower Flower’ M/V- 왕관 쓴 아이역

‘류하람’ 경력사항

RYU HA RAM

126cm
26kg
130~140
200mm

2014.07.21

[영화]

[드라마]

[광고/홍보]

[기타/방송]

ACTOR & MODEL

2014년생 류하람(8세)



MORE PICTURES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홍보영상 당진시청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단편영화＇서로에게 서로가'

경주블루원리조트 홍보영상 경기도청 군복무 상해보험 국토교통부 화물차공제조합 공익광고

MBC 심야괴담회 ‘핏줄‘ -영훈역 에코플레이 교육제품 홍보영상키성장 영양제 '우리아이 키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