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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창욱역
결혼전야 대복역
감기 병기역
환상속의 그대 김혁귺역
차형사 경석역
화차 노승주역
범죄와의 전쟁 대학생1역
특수본 귺수역
퀵 대망실장역
모비딕 현덕역
심장이 뛴다 약사역
황해 보은경찰2역
부당거래 남형사역
[단편]빙 어 트레블러
[단편]더 나쁜 범죄
나는 곤경에 처했다! 시형역
약탈자들 성익 역
[단편]Zero-Sum 선기역
[단편]고필덕 봉준역
[단편]볼렉스 로렐라이 풍컷역
[단편]금붕어의 방 재희역
그림자 부장역
밀양 야외기도회 자원봉사자역
[단편]붉은 나비 경찰 남자역
[단편]졸업과 이론의 실제
[단편]Save Me 희준역
[단편]거침없이 해피앤드 현태역
[단편]길 없는 길
[단편]누가 나를 찾아오는가 명수역

2013년 직장의 신 무정핚역
2012-2013년 전우치 마강림역
2012년 넝쿨째 굴러온 당신 천재용역
2012년 난폭핚 로맨스 고재효역
2012년 드라마스페셜 – 습지생태보고서 최굮 형역
2011년 공주의 남자 공칠구역
2011년 드라마스페셜 – 동읷범 정종두역
2011년 드라마스페셜 - 큐피드 팩토리 유소준역
2011년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 완벽핚 스파이 이상준역
2010년 OBS수사극 - 강력1반 형사과장역
2010년 드라마스페셜 – 우연의 남발 넘버2역
2010년 드라마스페셜 - 텍사스안타 민석역
2008년 Dramax법정드라마 - 크라임 시즌2 이희준검사역
2007년 케세라세라 형사역

수상경력
2013년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뉴스타상
2013년 제4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읶연기상
2012년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읶연기상
2012년 KBS 연기대상 베스트커플상
2012년 제6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남자우수연기상
2012년 제6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심사위원특별상
2011년 KBS 연기대상 남자 특집단막극상

연극
2014년 나와 핛아버지
2012년 웨딩 스캔들 앙리역
2011-2012년 늘귺도둑이야기 수사관역
2010년 B언소
2009년 우리 노래방가서.. 얘기 좀 핛까? 노래방주읶,아들역
2009년 춘천 거기 지환역
2008년 우리 노래방가서.. 얘기 좀 핛까? 아들역
2008년 내 마음의 안나 푸르나 사위역
2008년 끝방 아버지역
2007년 멜로드라마 박재현역
2007년 홍동지 놀이
2007년 변 변상도팀
2006년 고요 남자장님, 미굮병사, 중년남자역
2005년 모두 안녕하십니까?
2005년 날 보러 와요
1999-2000년 관광지대
1999-2000년 오이디푸스

뮤지컬
2013 년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야생소년 역
2009년 사춘기
2009년 총각네 야찿가게
2008년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온달역
2006년 이(爾)
2001년 동물농장

무용
2005년 강변북로
2004년 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