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력  서 

학력사항

 

경력사항  

이름 박재영 영문
Elsa Jaeyoung 
Park

한문 朴栽瑩

생년월일 1991.08.18 나이 세30

휴대폰 010-4722-2773 전화번호 010-4722-2773

 E-mail pjyjojo@gmail.com

      
 Website www.elsapjy.com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번길 현대아이파크아파트150 26 

 기간 활동 내용 기관 도시/ 

   2020.05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제작 참여'Fragments' 런던Sleepers Summit, 

   2020.04 음악 스트리밍 전시Earth Day Art Model Telematic Festival - 인디아나폴리스IUPUI, 

   2020.04 현산 故 김도원 정사 종재식 진혼곡 제작 어양교당 익산, 

   2020.03 원불교 유아교육명상음악 원음방송 익산(WBS), 

   2019.10 Edge Radio 99.3fm - 호주 라디오 방송 호바트Edge Radio, 

   2019.08 원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절 수행 명상음악 작곡 ' ' 원음방송 익산(WBS), 

현재   2019.07 - 삼봉 미디어콘텐츠 사업본부 기획 편집번역· ·㈜ 삼봉 창원, ㈜

   2019.06
국제컴퓨터음악협회 뮤직어워즈 심ICMC-NYCEMF 2019, (ICMA) 

사위원 

국제컴퓨터음악협회(ICMA), 

샌프란시스코

   2018.12
서울대학교 수업 Electro & Multimedia Open House  

사운드디퓨전 공연 Dysthymia 
서울대학교 서울, 

   2018.09
서울국제전자음악축제 사운드디퓨전 공연(SICMF) Dysthymia 

서울 예술의 전당 
서울KEAMS, 

   2018.09 신윤수 작 편곡 Elsa & Han - Something (Feat. ) / 서울Fluxus Music, 

   2018.09 작 편곡 Elsa & Han - Coming Back To You / 서울 Fluxus Music, 

   2018.09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참여 Sleepers In Venice 런던Sleepers Summit, 

   2018.08

국제전자음악컨퍼런스 (ICMC)

사운드디퓨전 공연Dysthymia 

대구 콘서트하우스 

샌프란시스코ICMA,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학위 구분

     16.09 - 17.10
Mixed Composition, Department of Music,

전자음악 전공 University of Birmingham, UK, 
석사 졸업

     12.03 - 16.01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 전문학사 졸업

  10.04 - 11.02 서울재즈아카데미 재즈피아노전공 디플로마 졸업



수상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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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  재  영    인:   ( ) 

   2018.07 작 편곡 2018 Mixtape Not Art Records: Desert / 브루클린 Not Art Records, 

   2018.06 영국 라디오 방송 Resonance Extra 런던Resonance Extra, 

   2018.06 전시 총 음악 작 편곡 'A Journey to the Scent - Celine' / 런던The Laundry Building, 

   2018.04 그래서그래 김유나 싱글 앨범 및 라이브 비디오 피아노 참여 ' - ' 서울 DEEP DIVE, 

   2018.02
작Female Identified Producers Album - Desolation, Dysthymia /

편곡
베를린 Urban Arts Berlin, 

   2017.09

BEASTdome: mini Concert

사운드디퓨전 공연 Dysthymia 

BEASTdome 

버밍험BEAST, 

   2014.04 - 15.09 뮤직 아카데미 강사 K 뮤직 아카데미 서울K , 

   2014.12 산타할아버지께 싱글 앨범 키보드 솔로 참여 ' - Ravit' 스노우핑거 뮤직컴퍼니 서울 , 

   2014.10 싱글 앨범 피아노 참여'Reminisce (Piano ver.) - Vic.q' 서울Discovery Music, 

   2013.11 작곡  K-pop Project 시드니Macquarie University, 

   2013.09 14.01 
Macquarie University Faculty of Arts - 보조 작곡가 피아노 레코, 

딩
시드니Macquarie University, 

   2012.07 연극 벚꽃동산 음악 키보드 참여  ' ' 서울예술대학교 안산 , 

   2012.05 김보령 콘서트  피아노 세션  'First Step - ' 오뙤르 서울 , 

기간 상세 내용 기관

     2018
국제컴퓨터음악컨퍼런스  ICMC 2018 

아시아 오세아니아 음악부문 최고상 수상   - - Dysthymia

국제컴퓨터음악협회(ICMA), 

샌프란시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