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P 클럽 FAQ

1) KMP 클럽이란 무엇인가요?
국내 정상급 병원 전임교수 출신의 명의들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KMP헬스케어의 프리미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공
프, 여행, 음악, 미술 등 건강한 사교문화를 지원하는 “건강”과 “문화”의 가
치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커뮤니티입니다.

2) 클럽 회원의 종류와 가입비는 어떻게 되나요?
KMP 클럽 회원 종류와 가입비, 연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 가입비 250만원, 연회비 275만원(부가세별도)
2) 특별회원 :
가입비 1억원 예치(10년간 가입비, 연회비 면제) 예치금은 10년이후 환급
3) 법인회원 :
가입비 1000만원, 연회비 1100만원(부가세별도) 무기명 회원 4인 등재
4) 제휴회원 : 가입비 면제, 연회비 275만원(부가세별도)
* 1차 모집기간(7월 초~8월 말까지) : 가입비의 50% 할인행사 진행

4) KMP클럽회원의 클럽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1) 클럽서비스

KMP클럽 미술/음악/건강의학/문화강좌 참여
KMP클럽 문화행사 초대 및 동호회 활동 지원
KMP클럽 시설 및 KMP헬스 VIP라운지 이용
KMP클럽 회원들의 수도권 유명 골프장 주중 booking지원가능.
KMP클럽 제휴사 할인(호텔, 롯데아트홀, 외식 등)
(2) 의료서비스
프리미엄 건강검진 제공(550만원 상당)
KMP헬스케어 명의를 주치의로 지정 연간 건강관리 서비스
질병 발견시 추가정밀 검사 중 비보험 항목 50% 할인
안티에이징, 성형, 피부등 비보험진료 15% 할인
KMP헬스케어센터 외래진료 우선예약

5) 어떻게 회원가입 할 수 있나요?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은 대표번호 1522-0900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
면 됩니다.

6) 회원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1차 모집기간에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향후 결제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예정입니다.

7) KMP 클럽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 주차비용이 궁금합니다. 발렛파킹도 가능한가요?
롯데월드타워내에 주차합니다.
10시~20시는 10분당 500원이고 그 외 시간에는 10분당 200원입니다.
1일 최대요금 45,000원입니다. 발렛파킹은 불가능합니다.

9) 가입을 위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대표전화(1522-09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면상담을 원
하신다면 저희직원의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10) KMP 헬스케어 서울의원의 의료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나요?
KMP클럽은 국내 정상급 병원(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등)

의 전임

교수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 어떠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받나요?
GE 헬스케어의 최첨단 영상의학장비로 세계최저수준의 방사선 노출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임상검사시스템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전자
전체서열을 분석하는 차세대 암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