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취지 

www.aumtgroup.com 
서울 강남 지사 

070-4190-6788 
남가주 토렌스 본교  

310-532-5133 
 

행사 참여 학교/병원 

UCLA  의과 대학 및 의과 대학 병원탐방 

USC  의과 대학 및 의과 대학 병원 탐방 

CEDAR SINAI 메티컬 센터 견학 

AUMT 의료 전문대학 및 연계 클리닉 방문 

 

행사 내용 

● 미국 의과 대학생/ 의료인들과의 멘토 프로그램 

● 병원 견학을 통하여 체계적인 현장학습 체험 

● UCLA 의대 /UCLA 병원의 견학 수료증 발행 

● USC / CEDAR SINAI 병원 견학 및 인턴쉽 

● 남가주 명문 사립고등학교 및 버디 프로그램 

●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학습 체험  

 

UCLA 와 AUMT 가 함께 하는 

틴에이저를 위한 의료 캠핑 프로그램  

AUMT MEDICAL GROUP: 토렌스 본원/온타리오 분원/빅터빌 분원 /타메큘라 분원/에플밸리 분원/서울 강남지사 

미래에 의료 전문인을 희망하는 틴에이저들에게  미

국 유명 의료 기관의 현장 학습 및 미국 현지 의과 

대학생/의료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에서 체험하지 못한 발전된 미국 의료현장을 보여줌

으로써 미국 의료 전문인의 꿈을 심어준다. 또한 향

후 의대 입학에 필수적인 메디컬 경험을 제공하여 

의대 입학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한다.  

 

 

AUMT 

의료기술대학은 

남가주에  5개의  

분교를 운영하는  

남가주정부승인 

의료  전문 대학 

 입니다. 

 

토렌스 본원 및 

온타리오  분원 

빅토르빌  분원 

애플밸리  분원 

타마큘라  분원 

이  현재  운영  

하고    있으며,  

 

MRI, 초음학과  

간호학과   및   

정부 인가정맥 

채혈사  학과,  

 총 5개의 진단 

의료 전문학를 

개설하여  

 

2007년 개교  

이후 5천명이 

넘는  졸업생 

 을 캘리포니아  

전역에  배출 

하고 있습니다. 

 

 

 AUMT 의료기술대학 



 

참여 대상자 

행사 진행 방법 

● 강남 사무소에서 오리엔 테이션 진행 

● 강남 사무소 직원과 미국 현지 도착 

● 현지 직원과 함께 숙소 배정 

● 현지 의과 전문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준비 사항 / 기본 지식 습득 

● 의과 대학 및 대학 병원 방문 및 인턴쉽 

● 현지 학생과 매칭 프로그램 

● 남가주 투어  

UCLA 와 AUMT 가 함께 하는 

틴에이저를 위한 의료 캠핑 프로그램  

AUMT MEDICAL GROUP: 토렌스 본원/온타리오 분원/빅터빌 분원 /타메큘라 분원/에플밸리 분원/강남사무소 

● 의과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중고생  

● 미래에 의사/의료인의 꿈이 있는 청소년 

●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청소년 

비자/수속/참가 양식 

● 4월말일 마감 

● 신청 양식 작성 

● 비자 수속 

● 비행기표 구매  

● 출발 전 까지 완납 

● 인천 공항 출발 

행사 내용 및 상세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