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h Cha

이름 차형진 휴차 국적 대한민국 현역 군필자 미국 예술인 영주권: ( ); : ( )/

미국 방송연기자 성우 조합 소속 미국 무대연기자 조합 소속SAG-AFTRA( / ), AEA( );

노래 테너 카운터테너 베리테너: / /

매니저 연락처: 전미: Bohemia Group / management@bohemiaent.com

에이전트 연락처: 뉴욕: Andreadis Talent Agency INC. / andreadistalentagency@gmail.com

할리우드: Tangerine Talent Agency / sueanne@tangerinetalent.com

개인 연락처 웹사이트/ : hugh.cha@gmail.com / www.hughcha.com

학력 학위/

석사 보스톤 음악원 버클리음대 뮤지컬 연극 영화과* (M.F.A.): ; /

[Terminal Degree- 뮤지컬 관련 최고 학위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 석사 입학생 동양인 최초 수석 장학 졸업생( ); / ]

성악 교육 지도자 과정 수료-

학사* (B.F.A.) 브리감영 대학 연극영화과 성악과 무용과: ; / /

경영학 부전공-

런던 교환학생 브리감영 대학 연극 영어문학* : ; /

노래 : 뮤지컬 팝 락 가요 성악 재즈, / , , ,

연기 : 영화연기 드라마연기 무대연기 현대연기 세익스피어 무대 무술, , , , ,

이론 마이스너 스타니브라브스키 스텔라 아들러 마이클 체홉 수주키 우다하겐 등등( : , , , , , Viewpoint, )

무용 악기/ : 비보이 년 재즈 년 발레 년 탭 년 현대무용 년 뮤지컬 년 피아노 년 색소폰 년(12 ), (7 ), (7 ), (4 ), (8 ), (9 ), (14 ), (4 )

무술 무기/ : 태권도 유단자 검도 유단자 실전도법 검술 유단자 가라테 유단자 소림사 쿵푸 우슈 킥복싱 쌍절곤( ), ( ), / ( ), ( ), , , ,



뮤지컬 연극/ 브로드웨이 연출가* 음악감독 작품/

왕과나* 룬타 리릭 오크라호마 대극장 -2013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안나스 앙상블/ 대극장North Carolina Theatre -2017

*BLUE PRINT SPECIALS 극단 오프 브로드웨이STEVE Waterwell / Public URA, NYC-2017

B.F.E 레프티 오프브로드웨이 극장 극단The Kraine /Brooklyn Repertory -2015

TIME DIFFERENCE 판 오프브로드웨이 극장 극단The C.O.W. /Theater Masters -2015

에니씽 고즈* 루크 노우스 쇼 대극장 보스톤, -2014

CHALK CIRCLE 여관주인 가드/ 오프브로드웨이 극장Theater For the New City -2012

*ARCHIVES & ETCHINGS 수석무용수 보스톤Alzheimer's Associ., -2012

BROADWAY TO HOLLYWOOD 룬타 주연/MC( ) 극단 보스톤B2B , -2014

미스사이공 투이 조연( ) Boston Conservatory-2013

뮤지컬 연극 쇼케이스/ 브로드웨이 연출가 작곡가* /

*PROPER PLACE 톰셋 호랑이/ 굿스피트 오페라하우스 대극장 -2014

*SWEETY 아브라함 시그네쳐/ 린 레드그레이브 오프브로드웨이 극장-2015, 2016

*RAILROAD 푸웨이 Musical Theatre Works International -2015

*THE JOKER'S GAME 프랭키 Musical Theatre Works International -2015

*BRONZE MIRROR 팡후 둘째도련님/ 뉴욕 맨해튼 뮤지컬 페스티발 -2011

KAMIOROSHI 사무라이 판사/ 하버드 대학 극단 보스톤/Global , -2013

SIDDHARTHA 부처 원각사 뉴욕, -2015

영화 뉴욕 단편영화제 코미디 최우수 상 뉴포트 영화제 관객상 로체스터 영화제 쇼스트링 상* , ; ; 뉴욕 액션 영화제 최우수상;

영화제 영화제 등등LDS Honorable Mention; Asian on Film Honorable Mention

*SEEKING: JACK TRIPPER 제시 (조연) Q 영화사uintessential -2015

*THE DESTINED KING 유신 주연( ) 백호영화사 -2014

숲속의 이야기* 길수 주연( ) 독립영화 -2003

DREAM YEARS 지니의 남편 영화사Dream Years LLC -2016

SIMBI XOMBIES 아이돌 영화사Hoffstot Sound & Pictures -2015

ALEX: KING OF THE THIEVES 알렉스 주연( ) 독립영화 -2014

LOVE ME TANGO 크리스 조연( ) 독립영화 -2013



드라마

CRASHING 한국 사업가 HBO /Apatow Production -2017

The AMERICANS 의 처남Don FX -2016

MY CRAZY LOVE Dr. 제프 킴 주연( ) 옥시즌 방송국/Jarett Creative -2014

성우

NAKED AND AFRAID 북한군인 성우( ) 디스커버리 / Insomnia TV -2014

Grand Theft Auto(GTA) Online 한국깡패 성우 비디오게임( ) Rockstar -2015

도이오타 자동차 이벤트 MC / 자동차 성우 전미투어 -2015

무용 * 대회내역: New Years Revolution, Winner. Mylee Battles Winner (SLC, UT); Throw Down Solo, Semi-Final(London, UK)

*GROUND HOUNDS CREW 비보이 크루( ) 미국 -2006-2011

무용수 심사의원 안무가 연출 제작( / / / / )

회 이상 공연 및 대회 경력-200

세계무용단ROC 전미투어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 -2004

현대무용단KINNECT 미국 유타 뉴욕 필라델피아/ / -2005

포크댄스 뮤용단 브리감 영 대학-2004

안무가 쇼케이스 보스턴 음악원-2012

광고 /기업

스피커Bose 은커플젋 전세계 인쇄광고BOSE/ -2016

하버드 대학 CEO 하버드HBX/ -2015

뉴욕 병원 은아빠젋 Neoscape-2016

MTV Everywhere 안토니 MTV/New Remote Production-2015

호텔STARWOOD 사업가 HOTEL BRAND-2014

SKY FIT SPORTS INC. 피트니스 모델 Footage Films, Inc.-2016

쇼프소 일본 정원 사무라이 Syndicate Strategy-2015

기업 교육방송PEARSON 대학생 Pearson-2015

ADP 안과 환자 CRAMER-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