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희 정
song hee jung  宋 熙 正

P O R T F O L I O



수상

특기

송 희 정
song hee jung  宋 熙 正

P R O F I L E

1973.9.30

010.4248.786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90

hejusong@hanmail.net

판소리 | 한국무용 | 현대무용

선도무예 | 기천 | 검도 | 승마

2010 거창국제연극제 연기상

2009 신춘문예 연기상

2007 신춘문예 연기상



주요작품
2011
2011.11 [나도 아내가 있다] <아내> PMC소극장
2011.09 [Q요리, 그게 뭐지요] <주연> 설치극장 정미소
2011.08 [WHY NOT?] <팀장> 아르코대극장
2011.02 [나도 아내가 있다] <아내> 일산 아람누리극장

2010
2010.11 [루시드 드림] <미망인> 선돌극장
2010.09 [뜰앞에 잣나무] <미영> 조계사 불교역사박물관극장
2010.08 [나생문] <부인> 거창국제연극제
2010.01 [루시드 드림] <미망인> 산울림극장

2009
2009.10 [뜰앞에 잣나무] <미영> 대학로극장
2009.04 [세레명 클라미디아] <수남> 신춘문예 아르코 소극장

2007
2007.09 [노이즈 오프] <크라켓, 제작자> 동숭 아트센터 동숭홀
2007.04 [사라진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 <엄마> 신춘문예 아르코 소
극장

2006
2006.11 [황소 지붕위로 올리기] <아내> 삼일로창고극장

2005
2005.09 [바리공주] <바리> 독일 베를린 문화작업실극장
2005.01 [죽도록 달린다] <보나쉬>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2004
2004.01 [19 그리고 80] <선샤인, 낸시> 정미소극장

00~2003
2003.05 [무지개가 뜨면 자살을 꿈꾸는 여자들] 알과핵소극장
2002.11 [광해유감] <김개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2002.06 [레이디 맥베스] <시종>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 폴란드 콘탁 페스티벌 초청
2001.05 [튀어] <선혜> 샘터 파랑새극장
2001.02 [에쿠우스] <질 메이슨> 예술의 전당 토월
2001.01 [달님은 예쁘기도 하셔라] <반딧불이> 샘터극장
2000.04 [협종망치] <미나> 아르코 대극장

96~1999
1999.09 [버리는 여자 버려진 여자] <막내딸> 제일화재세실극장
1998.07 [출세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1996.10 [오봉산 불지르다] <어머니> 동숭아트센터
1996.04 [출세기] 문예회관 대극장
1995.08 [권태] <여자> 은행나무극장
1994.06 [콜렉터] <미란다> 열음 소극장
1993.09 [뛰는놈 위에 나는놈] <가정부> 세미예술극장
1992.11 [침대소동] 코메디 아트홀



뮤지컬
2015  [왕세자 실종사건]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2013  [봄날은 간다] 성남아트센터

2012  [왕세자 실종사건] 아트원 씨어터

2012  [카르마의 노래] 흥국체육관

1997.05 [다윗왕] 국립극장 대극장

1996.04 [사월의 하늘 어디에] 예술의 전당 

1995.02 [아가씨와 건달들] 동숭아트센터

영화
2015  [조류인간]

2013  [배우는 배우다]

2013.10 [러시안 소설] 

2011.11 [차형사]

2009.01 [7급 공무원]

2006.10 [숲속의 과자집] 단편 

2006.10 [거기 당신] 단편

방송
2008.12 [천추대후]

2008.05 [MBC 우리들의 해피엔딩] 

2007.02 [KBS 낭독의 발견] 강금실 변호사편 

2006.05 [CNM 이심전심 만찬토크] 

2005.04 [MBC 팔방미인] 초대부부

2005.04 [KBS VJ특공대] 

2005.04 [YTN 뉴스] 집중 화제인물

1995.08 [MBC 경찰청 사람들]

1993.09 [동아TV 두여자] 젊은연극배우 송희정 다큐



무용
2006.09 [노래하듯이] 아르코대극장 -국제공연예술제-

2004.10 [기워진 이브] 안무 김정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03.  [고려되지 않은...] 안무 장은정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무예극
2008.05 [단오별곡] 춘천 마임 페스티벌

2004.08 [천애무혼] 코엑스 

  [아! 금강산] 연강홀

  [기와율] KBS공개홀

  [아리수의 혼 ‘조충장군] 서울연극제 초청작

음악극
2005.01 [늑대가 운다] 아르코 소극장

2006.03 [거기 당신] 동숭아트센터



[연극] 2005
죽도록 달린다



[연극] 2011
Q요리 그게 뭐지요



[연극] 2006
황소 지붕위에 올리기



[뮤지컬] 2015
2012

왕세자 실종사건



[연극] 2007
노이즈 오프 



[무용] 2006
노래하듯이



[연극] 2001
튀어



[연극] 2005
바리공주



[연극] 2001
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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