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키친과 맛있는 식이요법 시작하기
|
식단 사용 설명서

Welcome,

회원님, 환영합니다.
NO.1 식이요법 전문 연구기업
닥터키친입니다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맘 편히 즐겁게 드세요

우리는,
식이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먹는 즐거움을 되돌려 드립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세우지 않습니다.
"맛있는 식이요법"
끝을 모르는 집요함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게 만들겠습니다.

닥터키친 임직원 일동

Meal Kit
식단 구성품 안내

이렇게 구성됩니다!
메인 메뉴

반조리

설탕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반조리 요리입니다.
식단표와 레시피 순서에 따라 조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맛�선택

식이 관리를 위하여 당질양을 조절한 닥터키친의 특제 밥입니다.
샐러드 및 냉채류의 경우 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찬

옵션상품

첨가물을 넣지 않은 저당, 저염 밑반찬입니다.
수령 즉시 냉장보관해주시고, 꼭 유통기한 내에 별도의 접시에 덜어 드세요.

레시피북
식단의 보관법, 조리법, 영양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영양보고서, 곱빼기팁 등 유용한 내용도 담겨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올리브유
요리에 필요한 올리브유를 챙겨드립니다.
주문 시 1회만 제공되며, 볶음메뉴 조리시 사용해 주세요!

반조리란?

반조리는 요리하기 직전의 단계로, 대부분의 식재료는 손질되어 배송되고, 양념은 만들어져 배송됩니다.
집에 프라이팬(혹은 냄비)과 불, 물만 있으면 조리 가능하게 배송됩니다. 10분이면 조리가능한 간편한 요리 방식!

Recipe Tip
식단조리 팁 안내

조리도구 가이드

닥터키친의 모든 레시피는 아래의 조리기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비슷한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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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냄비

계량컵(별도제공)

지름 17cm

지름 25cm, 깊이 9cm

상단 선 기준 1컵 계량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셰프의 Tip!

육류의 갈변은, 진공포장 시 산소가 차단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해산물에서 간혹 낚시줄이 나올 수 있으나,
해산물 채취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꼭 세척해 주세요!

밑반찬은 꼭 별도의 접시에 덜어 드세요.
타액에 의한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닥터키친
고객케어 센터
DK Premium Care Team

닥터키친 고객케어 센터는, 전원 영양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원님의 식사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닥키 케어 서비스 |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 제공

누적 상담 건수 | 159,337건 (2019년 1월 기준)

상담 서비스 만족도 | 4.8점 (5점 만점 기준)

·상담 서비스 만족도 | 누적 설문조사 1.3만건 기준

FAQ
자주 묻는 질문

이것만은 꼭 읽어주세요
1

믿고 먹어도 괜찮을까요?
닥터키친이 직접 운영하는 HACCP 인증 식품 공장에서 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텔 출신 셰프와 병원 출신 영양사의 세심한 검품과정을 거쳐 배송해 드리니,
안심하고 드셔주세요.

2

생각보다 짜고 달달하신가요?
설탕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닥터키친의 핵심입니다.

3

메뉴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못드시는 메뉴는 다른 메뉴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마이닥키, 고객케어센터를 통해서 변경해주세요.

4

식단을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식단이 밀리셨거나, 받아보시기 어려우신 경우
배송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마이닥키,
고객케어센터를 통해서 변경해주세요.

My Docki
마이닥키 이용안내

1 메뉴 변경
못드시는 메뉴가 있는 경우,
배송일 7일전까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송 연기
식단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
배송일 2일전까지 수령일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메뉴 평가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시다구요?
수령일 2일전 17시까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이용중이신 식단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 내용 | 끼니, 일수, 밥, 주소, 일시정지

취소 및 환불

적립금 지급 안내

- 고객의 귀책사유로 환불하시는 경우,

- 식단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에 따라

정가 기준으로 이미 드신 식단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후 환불해드립니다.
- 본사의 귀책사유로 환불하시는 경우,
할인가 기준으로 이미 드신 식단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후 환불해드립니다.
- 환불은 배송일 2일 전 17시까지 신청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위 기한내에 환불 신청을 못하신 경우,
식단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최대 1%까지 적립해드립니다.
- 메뉴 평가를 해주시면 메뉴 1개당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적립금은 구매금액의 최대 2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손상된
식단을 받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환불)
또는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doctorkitchen.co.kr

(주) 닥터키친
고객센터 | 1833-6334

고객센터 문의
hello@doctorkitchen.co.kr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점심 12:30 - 13:30
토요일 10:00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