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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BY FOR WEDDING

FOR YOUR LOVELY

WEDDING
둘 만의 사랑스러운 식탁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완벽한 신혼을 위한
테이블웨어 체크리스트와
품격있는 예단을 위한 효재선생님의 노하우까지
200년 이상 스톤웨어의 본고장 영국에서
좋은 그릇에 대해 고민해 온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덴비와 함께
품격과 아름다움,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신혼부부의 키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세요.

BRAND STORY

HISTORY

브랜드 스토리

덴비의 역사

덴비의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200여 년 넘게 영국 본토에서 전부 직접 제작되는 덴비,
제작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점토를 원료로하여
숙련된 장인들의 스무 번이 넘는 수작업을 거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약 기술로 구워낸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만이
덴비라는 이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이고 유서 깊은 핸드메이드 방식 기술은
고집스럽고 꾸준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덴비의 디자이너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패턴까지 더해지면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덴비만의 테이블웨어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게 덴비는 매일의 정성 어린 저녁식사,
금요일의 특별한 만찬, 일요일 오후 여유로운 티 타임까지
테이블 위의 모든 요리를, 시간을,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ANDMADE

1809

. 윌리엄 본(William Bourne), 영국 더비셔에 덴비 설립
. 식염 유약처리 된 용기 제조업체로 시작
. 실험적인 도자기 제조 기법을 통해 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

20세기

. 꽃병 및 주방 도구로 제품 다양화
. 새로운 도자기 가마와 기술 개발 시작

1920

1930

1950

핸드메이드 공정
덴비에는 똑같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일이 장인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덴비만의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품 하나하나를 전부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 풍부하고 생생할 컬러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색채 유약기법을 갖춘 브랜드로 알려지기 시작

. 뛰어난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짐
.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
. 디자이너 앨버트 컬리지(Albert Colledge)와 그의
아들 글린(Glyn)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눈부신 도약
. 덴비룩(Denbylook)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영국 테이블웨어 디자인에 큰 획을 긋게 됨

1960

2000

. 당시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의 테이블웨어 브랜드로 큰 인기

.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 1960년대 세브론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재

내추럴 캔버스 라인 출시 (2016)
. 풍요의 계절 가을에서 영감을 받은
스튜디오 크래프트 라인 출시 (2017)

한식

2인 세트

텍스처 밥 공기 2개

텍스처 국 공기 2개

딥 누들 보울 2개

라면 . 라지 보울 2개

10.5 x 6.5cm

13 x 6.5cm

14.5 x 10cm

17.5 x 8.5cm

스몰 섀로우 보울 2개

미디움 섀로우 보울 2개

라지 섀로우 보울 1개

파스타 보울 1개

13 x 4cm

15.5 x 4cm

17 x 4cm

22 x 5cm

스몰 오벌 트레이 1개

스몰 플레이트 2개

미디움 플레이트 1개

19 x 14 x 2.5cm

18 x 2cm

23 x 2.5cm

Denby Couple Set
둘 만의 로맨틱 테이블
진주빛 순백의 컬러와 풍부한 질감의
덴비 내추럴 캔버스 라인과 함께
평범한 날은 특별하게, 특별한 날은 더욱 특별하게

양식

2인 세트

스몰 플레이트 2개

미디움 플레이트 1개

스몰 사각 플래터 1개

텍스처 씨리얼 보울 2개

18 x 2cm

23 x 2.5cm

26 x 14.5 x 2.5cm

15.5 x 6cm

텍스처
에스프레소 컵 세트 2개

텍스처 라지 머그 2개

텍스처 슈가 보울
/라메킨 1개

텍스처 티팟 1개

0.3L

0.09L

제품 박스에 체크하시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0.92L

한식

4인 세트

밥 공기 4개

국 공기 4개

림드 보울 2개

라면 . 라지 보울 4개

10.5 x 6.5cm

13 x 6.5cm

21 x 4.5cm

17.5 x 8.5cm

스몰 섀로우 보울 4개

미디움 섀로우 보울 4개

스몰 사각 플래터 1개

미디움 오벌 트레이 1개

13 x 4cm

15.5 x 4cm

26 x 14.5 x 2.5cm

27 x 18.5 x 2.5cm

Denby Homeparty Set
근사한 홈파티 테이블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의
덴비 헤리티지 라인으로
자랑하고 싶은 집들이 테이블 완성

스몰 플레이트 2개

액센트 미디움 플레이트 1개

디너 컬러 플레이트 1개

18 x 2cm

22.5 x 2.5cm

26 x 3cm

원형 종지 2개

사각 종지 2개

사각 나눔 접시 1개

8 x 2.7cm

8.5 x 3cm

21.3 x 3.5cm

양식

4인 세트

파스타 보울 4개

림드 파스타 보울 4개

씨리얼 보울 4개

액센트 스몰 사각 플래터 2개

22 x 5cm

22.5 x 5.5cm

17 x 6.5cm

26 x 14.5 x 2.5cm

스몰 딥 플레이트 4개

라메킨 2개

액센트 라지 머그 4개

커피 컵 세트 4개

0.3L

0.2L

18.5 x 3cm

제품 박스에 체크하시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한식

밥 공기 6개

국 공기 6개

림드 보울 4개

라면 . 라지 보울 6개

10.5 x 6.5cm

13 x 6.5cm

21 x 4.5cm

17.5 x 8.5cm

스몰 섀로우 보울 4개

미디움 섀로우 보울 4개

라지 섀로우 보울 2개

스몰 사각 플래터 2개

13 x 4cm

15.5 x 4cm

17 x 4cm

26 x 14.5 x 2.5cm

Denby Family Set
온 가족의 디너 테이블

6인 세트

덴비의 영원한 클래식
임페리얼 블루 라인과 함께
품격있는 테이블 세팅 완성

미디움 오벌 트레이 2개

스몰 플레이트 6개

미디움 플레이트 2개

디너 컬러 플레이트 1개

27 x 18.5 x 2.5cm

18 x 2cm

23 x 2.5cm

26 x 3cm

BOWL SET

둥근 스몰 보울

둥근 미디움 보울

둥근 라지 보울

둥근 엑스트라 라지 보울

13.5 x 2.5cm

17 x 3.5cm

20.5 x 4.5cm

24 x 5.5cm

양식

6인 세트

파스타 보울 6개

림드 파스타 보울 6개

스몰 림드 보울 4개

씨리얼 보울 6개

22 x 5cm

22.5 x 5cm

15.5 x 4.5cm

17 x 6.5cm

미디움 오벌 트레이 2개

미디움 플레이트 2개

디너 플레이트 6개

커피 컵 세트 6개

크래프츠맨 머그 6개

27 x 18.5 x 2.5cm

23 x 2.5cm

27 x 2.5cm

0.2L

0.3L

제품 박스에 체크하시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Denby 예단 세트

덴비 X 이효재

모두가 행복해지는 첫 인사
덴비 예단 컬렉션

살림 스타일리스트 효재,
덴비에 예단의 품격을 담다

헤일로 - 티세트
티팟 1P, 티컵세트 4P, 스몰딥 플레이트 2P,
스몰사각 플래터 1P

그린위치 - 2인 세트
밥공기 2P, 국공기 2P, 미디움 섀로우보울 2P, 미디움 플레이트 2P,
디너 컬러 플레이트 2P, 림드보울 2P, 미디움 오벌 트레이 1P, 카스케이드 머그 2P

덴비 & 효재 보자기 콜라보레이션

새 식구가 될 어른들께 드리는 첫 인사인 만큼 예와
정성으로 준비해야 하는 예단. 그래서 덴비가 살림
스타일리스트 효재와 만났다. 효재가 직접 고른 보자기와
그녀만의 포장법으로 곱게 싼 덴비 예단 컬렉션.

스튜디오 크래프트 - 4인 세트
밥공기 4P, 국공기 4P, 스몰 섀로우보울 2P, 미디움 섀로우보울 2P, 미디움 컬러 플레이트 1P, 디너 컬러 플레이트 1P, 파스타보울 2P,
라면라지 보울 2P, 미디움 오벌 트레이 1P

“예로부터 액운을 쫓고 시부모와의 사이가 잘 맞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아버지 밥그릇에는 붉은 팥을,
시어머니 밥그릇에는 찹쌀을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예단으로써의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의미가 참
특별하죠. 그래서 저도 특별한 보자기를 준비했어요.
영국 정원이 연상되는 그린위치 라인을 닮은 녹색,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버건디의 두 가지 컬러.
그리고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집안이 잘
융합되기를 바라는 그레이 톤의 겹보자기 입니다.
보자기로 곱게 싸 격식과 정성이 느껴지는 덴비 예단
컬렉션이라면 주고 받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 덴비 X 효재 예단 컬렉션은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를 위한 덴비 테이블 세팅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바라보는
서로의 얼굴에 사랑이 가득해지도록
덴비 테이블웨어 스타일링 팁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메뉴를 가장 잘 어울리는 덴비에 담아내보세요

1

2

5

덴비 테이블 세팅 가이드

3

1

상큼한 과일 테이블

2

커피와 디저트 타임

3

소중한 분들을 모신 홈파티

4

정갈하고 건강한 한정식

5

두 사람의 따뜻한 한 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