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렬
생
생년
년월
월일
일 1926년 1월 17일 서울 생.
학
학력
력
1938년 경성여자사범대학 부속 보통학교 졸업
1942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44년 경성여자사범학교 본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
1958년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 졸업
1960년 B.S.,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Education, Nashville, TN
1969년 M.S.,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 New York, NY
경
경력
력
1945-196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사 10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사 10년
1967-1972년 뉴욕한인교회 한글학교 교사
1973- 2009 뉴욕한국학교 초대교장 36년.
1978-1980년 Columbia University 한국어과 강사
1976-1988년 뉴욕한국일보 어린이신문 편집인. 어린이사생대회 개최책임자
1988-1990년 Queens B. Community College 한국어과 강사
1988-1990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전 미국 총회장
1991-1994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이사장
1991-2002년 ⌜한인교육 연구⌟誌 편집인
1994- 2016년 뉴욕한국일보 고정 컬럼니스트
2009- 2018년 뉴욕한국학교 이사장. 초급 한국어 교사
저
저서
서
1973년 - 2003년 한국어 책 11권을 출판함 (8권 집필. 3권 편집)
1987년 창작동화집 ⌜동그라미⌟ 펴냄
1989년 수필집 ⌜思索의 콜라주⌟ 출판
2003년 수필집 ⌜思索의 여행⌟ 출판
2013년 수필집 ⌜생각하는 나무⌟ 출판
전
전시
시. 공
공연
연 ( 3회의 동화전의 작품판매금은 전액 뉴욕한국학교에 기부함.)
1981년 한국화랑에서 童畵展 가짐
1986년 아동극 ⌜흥부와 놀부⌟ 제작 뉴욕 Broadway off Center 에서 공연
1994년 교직 근속 50주년 기념 작품전시회 개최
1998년 아동극 ⌜심청 뉴욕에 오다⌟ La Guardia 극장에서 공연
2005년 아동극 ⌜나무꾼과 선녀⌟ Town Hall (Flushing)에서 공연
2006년 맨해튼 소재 ⌜훈 갤러리⌟ 동화전 ⌜어린이들의 노래⌟
2008년 아동극 ⌜흥부와 놀부를 만나다⌟ Town Hall (Flushing)에서 공연
2017년 [한국문화교육 50년] 전시회 및 강연, 뉴욕 뉴저지 교사연수회, 애틀란타 NAKS학술대회
수
수상
상
1984년 뉴욕시장 Edward I. Koch로부터 소수민족 우수인상을 받음
1985년 새싹회에서 제 29회 소파상 받음
1989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 석류장 받음
1989년 The World Who's of Women 에 수록됨
1991년 새싹회에서 새싹 문학상 받음
2001년 제 25회 月南章을 받음
2003년 국제 한민족 재단에서 자랑스러운 한민족상을 받음(Berlin에서)
2004년 제 12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
2006년 서울대학교 자랑스러운 재미 동문으로 선정됨
2007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40년 장기근속 표창
2013년 뉴욕한인회 지역사회 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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