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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 주물 제품 특징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열원 사용 가능

•조리 시 내부 대류 현상이 일어나 더욱 맛있고 건강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열을 오래 보존하여 장시간 따듯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열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되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이 좋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뚜껑 손잡이

덴비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

뚜껑과 본체가 잘 맞물려 내부 수분과 
열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뚜껑과 본체의 완벽한 교합

프리미엄 무쇠 라인

주방에서 식탁까지,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가스레인지 오븐전기레인지인덕션 식기세척기

05

원형냄비 20cm 
파빌리온

원형냄비 20cm
헤일로

원형냄비 20cm 
석류

무게 2.85kg 2.85kg 2.85kg

높이 14.5cm 14.5cm 14.5cm

용량 2.45L 2.45L 2.45L

원형냄비 24cm
파빌리온

원형냄비 24cm
헤일로

원형냄비 24cm
석류

지름 4.95kg 4.95kg 4.95kg

높이 16cm 16cm 16cm

용량 4.05L 4.05L 4.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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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특징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열원 사용 가능

•3중 바닥구조로 열전도가 뛰어나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식재료 고유의 영양소를 보호합니다.

•가장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인 18/10 소재로 부식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코팅력으로 찌든 때가 남지 않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라인

모던하고 편리하게, 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

가스레인지 오븐전기레인지인덕션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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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팬 후라이팬 20cm 후라이팬 24cm 후라이팬 28cm 

무게 235g 600g 915g 1,200g

사이즈(WxLxH) 12x25x6.2cm 20x39x7.5cm 24x45x8.5cm 28x50x10.5cm

용량 0.4L 1L 2L 3L

편수냄비 14cm 편수냄비 16cm 양수냄비 24cm

무게 685g 1,125g 2,400g

사이즈(WxLxH) 14x30x12cm 16x33x15.8cm 24x33x20cm

용량 1.4L 2L 2.8L

손잡이와 본체가 분리되어 있어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분리형 손잡이 

40 마이크로 밀리미터의
강한 코팅력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플래티넘 플러스 코팅 

인체에 해로운 PFOA
(퍼플루오로옥타노익산)
로부터 안전합니다.

PFOA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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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니움 제품 특징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열원 사용 가능

•열이 보다 빠르고 고르게 전달되어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한층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티타늄 코팅을 적용하여 재료가 쉽게 눌러 붙지 않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덴비만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고 세척이 편리합니다.

퀀타니움 라인

우수한 코팅과 높은 내구성,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인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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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팬 20cm 후라이팬 26cm 

무게 600g 1,020g

사이즈(WxLxH) 20x39x7.8cm 26x47x9cm

용량 1,3L 2,5L

편수냄비 18cm 웍팬 28cm

무게 1,040g 935g

사이즈(WxLxH) 18x37x14cm 28x49x13cm

용량 1,8L 4L

곡선형태의 손잡이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손잡이 

티타늄 성분함유로 코팅이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티타늄 코팅

인체에 해로운 PFOA
(퍼플루오로옥타노익산)
로부터 안전합니다.

PFOA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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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제품 특징

•열이 보다 빠르고 고르게 전달되어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한층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덴비만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고 세척이 편리합니다.

심플 라인

가볍고 편리하게,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즐거움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인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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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팬 20cm 후라이팬 24cm 후라이팬 26cm 

무게 600g 835g 1,020g

사이즈(WxLxH) 20x39x7.8cm 24x45x8.6cm 26x47x9cm

용량 1,3L 2L 2,5L

편수냄비 16cm 웍팬 28cm

무게 870g 935g

사이즈(WxLxH) 16x35x14cm 28x49x13cm

용량 1,5L 4L

곡선형태의 손잡이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손잡이 

인체에 해로운 PFOA
(퍼플루오로옥타노익산)
로부터 안전합니다.

PFOA Free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열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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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마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과 트랜디한 테이블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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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버킷 세트 스낵볼 세트 애피타이저 세트

ㆍ튀김, 칩, 스낵 등을 담아 
   맥주와 함께
ㆍ가벼운 메탈 소재로 
   간편하게 스낵타임 연출

ㆍ샐러드, 스낵, 드레싱과 
   디핑 소스를 담아 근사하게
ㆍ쌓을 수 있는 스태커블 (Stackable)
   디자인으로 편리한 사용과 보관

ㆍ채소 스틱, 치즈 스틱 등
   스틱형 스낵과 소스를 담아 한번에
ㆍ나무 보드와의 세트구성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서빙

나눔접시 세트 치즈 나이프 & 보드 세트

ㆍ가벼운 식사를 위한 소량의 반찬, 
   스낵 등을 담아 다양하게
ㆍ나무 보드를 별도의 도마와 
   플레이트로 활용 가능 

ㆍ4종의 나이프를 사용해 치즈를 
   종류별로 취향에 맞게 커팅
ㆍ나무 보드에 치즈를 플레이팅하여
   와인과 함께

•영국 No. 1 셰프, 제임스 마틴과 덴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스타일리시한 식기 라인입니다.

•제임스 마틴은 영국 유명 TV쇼의 메인 셰프로 활약 중이며 

   런던과 맨체스터에서 다양한 컨셉의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제임스 마틴 라인은 가벼운 식사, 스낵, 에피타이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와 나무의 믹스 & 매치로 손쉽게 셰프처럼 트랜디한 테이블을 연출해보세요.

james
   MARTIN



매트 & 린넨식도 & 커틀러리

덴비 주방소품만의 비비드한 색감과 감각적인 디자인동양인의 손에 적합한 그립감과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

블루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그린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퍼플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사이즈 30.5x23cm 30.5x23cm 30.5x23cm

블루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그린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퍼플 코르크 테이블 매트 6개입

사이즈 10.5cm 10.5cm 10.5cm

내추럴 캔버스 직물 테이블 매트 4개입 내추럴 캔버스 직물 냅킨 4개입

사이즈 48.5x33.5cm 40x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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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5종 식도 & 유리 블록     스테인리스 5종 식도 & 나무 블록 다마스커스 3종 식도

구성 식도-대/중/소ㆍ빵칼ㆍ과도 식도-대/중/소ㆍ빵칼ㆍ과도 식도-중/소ㆍ과도

특징
ㆍ뛰어난 강도와 칼날-손잡이
   일체형 디자인으로 틈새 부식 방지
ㆍ위생적인 보관을 위한 세련된 유리 블록

ㆍ뛰어난 그립감과 칼날-손잡이
   일체형 디자인으로 틈새 부식 방지
ㆍ편리한 보관을 위한 나무 블록

ㆍ나무테 무늬를 형상화한 날 주조 
   방식으로 강력한 절삭력
ㆍ뛰어난 부식 저항성으로 위생적인 사용

일자형 커틀러리 세트 24종 일자형 서빙 세트 3종 곡선형 커틀러리 세트 24종 곡선형 서빙 세트 3종

구성
디저트 스푼 6pㆍ스푼 6p 

포크 6pㆍ나이프 6p
서빙 스푼ㆍ서빙 포크 

 슬롯 스푼
디저트 스푼 6pㆍ스푼 6p  

포크 6pㆍ나이프 6p
서빙 스푼ㆍ서빙 포크  

 슬롯 스푼

특징
ㆍ가장 우수한 스테인리스 스틸인 18/10 소재로 뛰어난 부식 저항성과 내구성
ㆍ모던하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의 조화로 품위 있는 테이블 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