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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2006년 16mm Film 단편영화 “데이트리퍼” / 시나리오, 연출 

 

2007년 장편영화 “괜찮아 울지마” / 연출부 

-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특별언급상, 비평가상 /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예술공헌상 

 

2008년 단편영화 “그랑주떼” / 시나리오, 연출, 제작, 촬영감독, 편집, 미술 

- 대학민국대학영화제 본선 진출 / 공주 천마 신상옥 영화제 본선 진출 

- 성남 국제 무용영화제 장려상 수상 

 

2010년 단편영화 “가면과 거울” / 시나리오, 촬영감독, 편집, 조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선정작 

- 2013년 전주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2010년 다큐멘터리 “소녀 꿈을 가지다” / 시나리오, 연출, 제작, 촬영감독, 미술, 편집 

- 부천미디어센터 제작지원 선정작 

 

2011년 단편영화 "노스텔지아“ / 시나리오, 편집, 조감독 

- 서울 환경 영화제 본선 진출 

 

2011년 다큐멘터리 “인사의 색” / 시나리오, 촬영감독, 편집, 조감독 

- 서울영상위원회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선정 

 

2012년 장편영화 “터치” / 조감독 

- 인천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및 개봉지원 선정 

-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2014년 다큐멘터리 “너를 부르마” / 촬영감독 

- 2014년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2016년 단편영화 “바람이 분다” / 시나리오, 연출, 촬영, 조명, 편집 

 

2016년 장편영화 “내가 너에게 배우는 것들” / 촬영감독, 편집, 색보정 

- 2016년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국제경쟁부분 출품작 

 



2017년 장편영화 “아직 안 끝났어” / 촬영감독, 편집, 색보정 

-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2018년 장편영화 “ Spring Song" / 촬영감독, 편집, 색보정 

-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 2021년 4월 개봉작 

 

2021년 단편영화 “깃털처럼 가볍게” / 촬영감독, 편집, 색보정, CG 

- 2021년 강릉국제영화제 출품작 

 

 

 

[ 뮤지컬 및 페스티벌 ] 

 

2009년 “뮤지컬 삼총사” 티저 영상, 메이킹, 공연 영상 제작 

2012년 “뮤지컬 잭더리퍼”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2015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배우 유준상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2016년 “뮤지컬 올슉업”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6년 “뮤지컬 더 언더독”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7년 “뮤지컬 꽃보다 남자”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7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7년 “Slow Life Slow Live" 뮤직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뮤지컬 All Shook Up"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Slow Life Slow Live" 뮤직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뮤지컬 도그파이트”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8년 “뮤지컬 아이언마스크”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9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9년 “Slow Life Slow Live" 뮤직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19년 “뮤지컬 메피스토”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9년 “뮤지컬 드라큘라”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19년 “뮤지컬 아이언마스크”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20년 “뮤지컬 영웅본색”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20년 “뮤지컬 위윌락유” 티저 영상, 메이킹, 인터뷰, 공연 영상 제작 

2022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22년 “Slow Life Slow Live" 뮤직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2022년 "LOVE IN SEOUL" 뮤직페스티벌 티저 영상, 광고, 공연 영상 제작 

 

 



[ 뮤직비디오 ] 

 

2014년 공기남녀 “반을 잃었다”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4년 유준상 “이제 울지마”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4년 유준상 “NOW"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애니메이션 

2014년 한국,영국 합작 “M" / 편집, CG 

2014년 쥬네스 프렌즈 “겨울노래”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5년 Jnjoy20 “빨간 색종이를 타고 지붕 위를 날다” / 시나리오, 연출, 편집 

2016년 Jnjoy20 "바람쐬기 좋은날“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6년 유준상 “기도”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6년 강이채 “Something Cold"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7년 강이채 “Sorry For Us"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2018년 지우진 “잊고 지냈었다” /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 교육 및 교육 컨텐츠 제작 경력 ] 

 

2009년 : 쌩쌩 미디어 청년 사업단 예술 강사 

2010년 : 부천미디어센터 미디어 강사 

2011년 ~ 2013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아르떼 ) 예술 강사 활동 

                   ( 교문중학교, 판곡중학교, 안산성호중학교, 산본고등학교 출강 ) 

2013년 ~ 2015년 : 부천 카톨릭 대학교 다큐멘터리 제작 특강 

2018년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나도 영상크리에이터” 강사 

2017년 ~ 2019년 : 숭의여자대학교 “영화로 보는 세상” 강사 

2020년 : 한국문화재재단 "징검다리 교실" 제작, 촬영, 편집 

2021년 : 한국문화재재단 "징검다리 교실" 제작, 촬영, 편집 

2021년 : 한국문화재재단 "아리랑 특강" 제작, 촬영, 편집 

2022년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대국민 홍보" 광고 및 바이럴 광고 제작, 촬영, 편집 

2022년 : 한국문화재재단 "징검다리 교실" 제작, 촬영, 편집 

2022년 : 국립무형유산원 "프종 앙상블" 제작, 촬영, 편집 

2022년 : 국립무형유산원 "나전 전시" 티저 영상 제작, 촬영,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