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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Boston SEDU? Boston Smart Education 은 세상 어디에서나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그 당당한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융합시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들에게 딛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상처가 아

니라 경험이 되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둘째, 정체성을 확립시켜줍니다. 각자가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좀 더 올바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셋째, 열정을 분출시

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열정을 

자기의 꿈을 위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미래와 더 넓고 많은 경험을 위해 미국 

유학을 결정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세계라는 큰 바다를 헤쳐 나가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

서 Boston SEDU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충분히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함이 사람을 지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

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수레의 말처럼 앞만 보고 간다면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유

학 생활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Boston SEDU는 미국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두 나라의 양질의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즉 Boston SEDU는 연

계성 없는 학년별, 과목별 교육을 논리적 사고로, 처음과 중간을 거쳐 끝까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가르칩니다. 기존 한국 학생들은 처음보다 중간, 

중간보다 결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Boston SEDU는 결론보다는 중간, 중간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중요시합니다. 더 나아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에 접

근하여 더 근본적인 답을 찾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Boston SEDU의 통합적 공부를 통

해 과학적 논리로 세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수학적 증명을 통해 표면화하여, 그것을 사람

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지혜로 토론을 거쳐 실생활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삶의 

미래를 설계함과 동시에 사고와 마음을 보다 폭넓고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학문적 지식과 인성 그리고 리더십 등 통합적 교육을 더욱 더 요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저희 Boston SEDU는 각계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체 개발한 GIF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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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Faculty Member of the
BOSTON SEDU?

Boston Smart EducationWho is Faculty Member of the Boston SEDU?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중요해지는 체험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 스펙 관리 기반하에, 한국 교육만의 체계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교육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입학!

Hongreul Park

David Vileta

Seongho Joo

Mickail Ayala

- Boston SEDU
  General Director

- Boston SEDU
  Director of the Liberal Arts

Korea Youth Leadership
Association (KYLA) 창립자

KYLA International School(KIS)
in Cambodia 재단 이사장

Manhattan College 재학중

KYLA Secretary

USF 재학중

Essay & Writing

Reading & Book

KYLA 부회장

KIS in Cambodia 상임이사

Yale University 재학중

SAT & SSAT & TOEFL

Math & Science teacher

KYLA Treasury

KIS in Cambodia 재무이사

UCONN 재학중

Social Networking

Math & Science teacher

Spanish & Italian teacher

- Boston SEDU
  Secretary General

- Boston SEDU
  Director of the Natural Sciences

주  성  호박  홍  렬

Mickail AyalaDavid Vil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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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Y League 및 명문대 출신의 Mentor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Global Leadership 함양

·정기적인 Dinner Party를 통해 미국 상류사회와 명문대학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의 목표 설정과 사람과의 폭 

    넓은 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

·지역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적극적인 대인관계 형성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기 후원 음악회

Academic Program

※ 별도 상담 : SSAT(미국고등학교입학시험)과 SAT(미국대입시험) /미국대학 입시 및 진학 Guide / 입학 ESSAY (Common App Essay, Supplement Essay, 입학원서 지도)
※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의 개인별 능력별 수준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실시함

Giant Intelligence Fronti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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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Smart Education

School Academic
· 미국 정규교육 학사 과정 관리

TOEFL
·미국 명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위한 TOEFL 수업    

·정기 시험을 통한 성적관리

수학과 과학의 통합적 공부(미국과 한국 교육을 접목)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및 프로필 관리

English literature Debating & Writing
·학생 능력별 문학 및 비문학 영어원서 선정을 통한 독해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매주 Chapter Journal과 토론을 통해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향상

· Final Speech & Essay 발표 - 학부모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 도입.(녹음 및 동영상) 

Social Networking
Giant Intelligence Frontier Training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BOSTON SEDU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Academic Program

Social Networking Program

Social 
Networking

Academic
Program

Extra
Curricular

Activity

Human
Nature

Boston SEDU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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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Services

·시즌별 1종목 - Football,Lacrosse, Soccer, Baseball, Basketball, Ice Hockey, etc.

·정기적인 League 참여

·종목별 팀 조직을 통해 미국 또래문화를 습득하여 친구들과 쉽게 융화

Sports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

Musical Instruments

·1인 1악기 - Cello, Flute, Guitar, Drum, Trumpet, Piano, Violin, etc.

·밴드 구성 (비영리 밴드 활동)

·개개인의 재능 기부를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정기 후원 공연

·후원회를 통해 미국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참여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

Boston SEDU10

Boston Smart Education

Social 
Networking

Academic
Program

Extra
Curricular

Activity

Human
Nature

·학생 본인의 장래 희망과 연계된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설계

·미국 비영리 단체인 KYLA를 통한 후원 모금 활동 및 해외 봉사 활동

Boston SEDU 11

교외 활동은 또래집단을 통해 그 학년별 조직별 문화를 구체적으로 깊게 이해하고 배워서 그 또래집단에 쉽게 융화되어 

학교생활을 좀 더 즐겁게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부(Study), 예체능(Music & Sports)

과 함께 교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이 포토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외활동이 중요합니다.



Meditation 

& Yoga Mentoring

Weekend
 Farming

Human 
Nature 

Human Nat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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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Nat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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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Farming

Mentoring

·스스로가 키우는 농장생활을 통해 자연의 지혜를 배움

·주말농장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정성을 들였을 때 자연이 주는 보살핌과 수용의 

    자세를 습득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 제공

·올바른 호흡법과 요가를 통해 건강한 육체를 형성

·명상을 통해 정체성과 자아 성찰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열정을 바르게 

      표현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가르침

·개개인의 재능 기부를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분야의 Mentor들과 만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때 학생으로서 꿈꾸는 목표를 

    좀 더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통해 교과목·적성·목표설정이 연계성 있게 형성되도록 함

Boston Smart Education

Social 
Networking

Academic
Program

Extra
Curricular

Activity

Human
Nature

Meditation & Yoga



시간/요일 Mon Tue Wed Thu Fri 시간/요일 Sat Sun

06:10 기        상 09:10 기    상

06:30 아        침 09:30 아    침

07:00 등        교 10:00 방청소 개인 시간
및

자율 공부07:45 학교 정규 수업 12:00 개별 음악 수업

02:10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및 Extra Help 01:00 점    심

03:10 Pick up the student
귀가 및 휴식

02:00

GIFT 
 프로그램
(Weekend 
Farming)

학교 수업 
예습 및 테스트 

준비

04:30 학교 학사 관리(과제 및 예습·복습)
04:00 Extracurricular Activity

06:30 저녁 및 휴식

07:30 English Lit.
D&W

수학·과학
통합 공부 TOEFL English Lit.

D&W
Extracurricu-

lar Activity 07:00 저    녁

09:00 개별 자율 공부 08:00 개인 시간 및 자율 공부

10:30 요가 및 명상 10:30 요가 및 명상

11:00 취        침 11:00 취    침

· 취침 전, 명상과 요가를 통한 규칙적이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 형성

· 주말 농장체험을 통해 유기농 채소, 과일 등을 직접 키우고 재배하여 학생 

 의 청소년기의 올바르고 건강한 심신 형성

· 교육환경  :  Ivy League 및 세계 명문대학이 밀집해 있는 New England 

 지역으로써 최고의 사립 명문 초/중/고등학교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부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외활동과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위치 : Conneticut 주 New Haven

· 기후 : 4계절이 있어 한국의 기후와 비슷하며 겨울이 더 춥고, 눈이 많이 옴

· 미국 명문사립학교 진학을 위한 전문 컨설팅

· 학생 개인별 전담 Guardian을 배정하여 체계적인 학교 관련 업무 수행

· Boston SEDU의 자체 개발한 GIFT(Giant Intelligence Frontier Training)

 시스템 운영

BOSTON SEDU 

Region

Academic

Human Nature & Health

※ 외국인 홈스테이 요청시 별도상담 요망  ※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Homestay Total Care Program Table 

Homestay Total Care 
Program

· 2인 1실 -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식사 제공 (아침, 저녁) - 실제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건강한 식단

· 정기적인 Dinner Party - 홈스테이 가족과 학생이 함께 준비하여 즐기는 주말 식사

· 매달 정기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친밀감과 예절 등 

   정체성 형성

Living &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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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tay Total C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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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ton SEDU 정기 공연 참가, 포트폴리오 관리

· 미국 비영리단체 KYLA의 해외봉사 이수

Boston SEDU 17

CAMP STUDY In Winter

Boston SEDU16

Boston Smart Education

BOSTON SEDU 

Academic

포트폴리오 관리

CAMP STUDY 
In Winter

Cultural Experience

· 미국 사립학교 정규수업 참가 / 정기 후원회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 체험

· 한국 새 학기 공부(학년별 수준별 영어, 수학, 과학 중 선택, 선행학습)

· English Literature Debating & Writing : 영문학 (문학·비문학)을 통한 

  독해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개인별 프로젝트 (1:1 개별관리) : 본인이 직접 연구할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4주 

 또는 6주 동안 자료수집 및 검토

· 미국 IVY League 및 주요 대학탐방  :  Columbia, NYU, Harvard, MIT, Yale, etc.

· 동부 주요 도시 및 박물관과 미술관 투어 : Manhattan, New York 

 (Empire  State Building, 자유의 여신상, Central Park, Time Square, 

 미국 자연사 박물관, 현대 박물관, 브룩클린 미술관), Downtown Boston, 

   Downtown Connecticut Broadway Show 관람

· 각자 가보고 싶은 대학 한 곳을 선정하여 탐방 (개인별 희망자에 한함)

한국의 긴 겨울방학 동안 미국의 정규과정과 문화 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해외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의 집중적 관리도 겸하여 학업적인 부분을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Board Members

정 규 창
(Abraham J) - Boston SEDU 상임이사

Mr. Boyle
Boston SEDU Sports 상임고문

김 대 영
(Daeyoung Kim) - Boston SEDU 상임이사

Mrs. Bellucci
Boston SEDU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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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구고등학교 교장

·필그림 국제학교 교장

·학교법인 청구학원 대표이사

·계명대학교 입학사정관

·KYLA 상임고문

·KIS in Cambodia 명예교장

·Notre Dame High School- Business and Technology teacher

·Moderator of Webcast Production Team

·Founder and Owner of SportingNewsCT.com

·University of New Haven 졸업

·미국 공인 회계사 (CPA)

·Senior Partner at Firmus Group –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연세 대학교 졸업 - 93년도

·연세 대학교 대학원 졸업 - 95년도

·미국 St. John’s University MBA - 2003년도

Mr. James Loomer
Boston SEDU 상임고문

·Principal of Berean Christian Academy

·University of California – Political Science and Philosophy 졸업

·Notre Dame High School-Director of Campus Ministry 

·Director of Peer Counseling

수상경력

-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 (홍조근정 21439호)

- 대한민국 교육특별공로자상(제1960호)

- 대한민국 청소년 적십자 지도유공자상(포장증414)

- 대한사립학교 교육특별공로상(01628)

- 국제인권 인성교육 최고지도자상(IPEE9891)

Boston Smart Education

BOARD 
ME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