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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AISON
DE DIETRICH

De Dietrich는 168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북쪽에서 
요한 디트리쉬에 의해 설립되어 
2번의 혁명과 3번의 전쟁, 12세대에 걸쳐 330년을 이어온 기업으로 
｢자기보다 다른사람을 위하여｣ 란 가문의 경적문양을 
자사 제품의 로고로 사용하며 철도와 자동차 사업 등을 하였으며 
지금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여성의 세련됨을 표현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럭셔리한 환경의 새로운 가치설정(Setting New Value) 이라는 
모토 아래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여 새로운 가전 트랜드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전문성
De Dietrich House 와 같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17세기 말에 탄생 한 이래, 
최초의 가정용 스토브, 열분해 오븐, 포화 증기 오븐과 같은 
독특한 창조, 혁신 및 기술의 끊김없는 
제품생산을 중단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1970년대에 De Dietrich는 세계 최초로 인덕션을 개발했습니다. 
2010년에는 100% 퓨리존 인덕션인 Piano를 출시하고 
2013년에 혁신적인 기능 중 4가지 혁신적인 조리 모드를 제공하는 
horiZone Chef 인덕션을 출시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거의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의 우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화유산과 가문의 노하우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디트리쉬(De Dietrich) 디자인은 
프랑스 예술의 상징 만큼이나 미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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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 탁월한 모듈성

월등한 공간과 영감.

독특한 요리 경험

혁명적인 간단한 용기인식

Horizone. HoriZone Play.

horiZone Chef 
Tactilium.

Tactilium 스크린.

프랑스 De Dietrich의 기술 노하우의 집대성. 
40 x 23cm의 모듈식 조리 공간은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조리 공간입니다. 와이드, 타원
형, 직사각형, 모든 유형의 용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3cm 팬에서 40cm타원형 캐서롤까지 horiZone은 어떤 조합의 용기라도 사용자의 구
미에 맞게 사용가능하며 최적의 조리환경을 제공합니다.

HoriZone Play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그릴 및 도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 Dietrich는 항상 최고의 우수성을 추구하면서 전례가 없는 요리 방식을 위한 탁월한 
모듈성의 HoriZone Play를 발명합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을 사용하면 1개의 인덕션에
서 다양한 조리모드로 변형하여 여러가지 조리를 구현 할 수 있습니다.

65cm 및 domino 38c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덕션 horiZone은 가장 완벽한 모듈식 
요리를 제공합니다. Sologne 나무 도마 함께 제공되는 이 제품에는 호라이존 화구중 하
나에 맞도록 설계된 이동식 그릴과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키보드를 통해 관련 요리기능을 직접 선택하여 여러가지 조리를 자유롭게 구
현할 수 있습니다.

horiZone의 꽃, 새로운 인덕션 horiZone Chef 
Tactilium은 퓨리존의 한계를 넘어 섭니다. 

이 모듈형 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은 4가지 별개의 요리 모
드가 있으며 전체를 1구로, 2개의 프리존, 3구 또는 4구
로 변형 할 수 있으며 어떤크기의 조리기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화력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horiZone chef와 horiZone play는 최첨단 기술의 세
련된 미학의 표현입니다. 명령한 기능을 선명하고 간결
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는 밝기
와 대비를 제공하여 가독성과 기능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합니다. 직접 터치 또는 슬라이더로 사용할 수있는 
모드 및 화력을 선택하여 요리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
니다.

피아노건반에서 영감을 얻은 이 기능 덕분에 horiZone 
Chef Tactilium 인덕션은 표면상의 위치와 상관없이 냄
비의 존재를 즉시 감지합니다. 따라서 요리 중에 언제든
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된 기능은 자동으로 한 지
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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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기교의 숫자 키패드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CHEF TACTILIUM

최고의 제품을 향한 더 강력한 기능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

가장 아름다운 요리 해석은 
불을 다루는데 있습니다.

DPI7698GS

DPI7698G

De Dietrich의 새로운 인덕션은 힘의 조정에 있어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키패드를 사용하면 흰색 LED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섬세한 정밀도와 가독성으로 1~19
까지의 화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덕션은 아방가르드 기술을 
이용한 세련된 아름다움의 결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컨트롤 화면으로 제어되는 다기능 요리 및 
혁신적인 개념인 horiZone과 함께 모듈식 horiZone Play로 
당신은 독특한 요리 경험을 할 것입니다.

HoriZone 플레이 컨셉
1~4 화구의 유연한 조리 공간
40cm x 23cm / 3700W
소프트 터치스크린(정전터치식)
4 가지 요리 모드 : 1구, 2구, 3구, 4구
팬 자동 감지
16단 화력
Boost를 포함한 3가지 원터치 기능
파스타 기능, 경과시간, 보온 기능
그릴, 철제 팬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1~4화구의 유연한 조리공간
40cm x 23cm / 3700W
소프트 터치스크린(정전터치식)
4가지 조리모드 : 1구, 2구, 3구, 4구
팬 자동 감지
16단화력
Boost를 포함한 3가지 원터치 기능
파스타 기능, 경과시간, 보온 기능
그릴, 철제 팬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 �ICS : 최적의 성능을 위해 용기의 크기에 가장 적합한 화
구가 권장됩니다.

 • �경과 시간 : 마지막 화력조정 이후의 경과 시간이 키패드
에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조리 모니터링에 이상적이며 타
이머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잊었을 때 필수적입니다.

 • �리콜 : 프로그램 된 설정 (전원 및 타이머)이 기억되어 예
기치 않게 조리 영역이 중단 된 후에도 이를 찾을 수 있습
니다.

 • �스위치 기능 : 이 기능은 냄비를 동일한 설정 (요리 속도와 
타이머)을 유지하며 다른 화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팬 인식 : 전원을 켜면, 인덕션은 화구에 올려진 팬을 자동
으로 인식하여 키보드에 표시합니다.

 • �파스타 기능 : 이 기능을 사용하여 물 2리터를 끓이면 빠
른 시간에 끓여 집니다.

 • �4가지 원터치 화력선택으로 효율성 향상 : De Dietrich 
인덕션은 즉시 원하는 화력를 원터치로(쎈불, 중불, 약불, 
Boost) 끓이거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구를 청소할 때 잠금기능을 사용하면 1분 동안 컨트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화력이 변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요리의 모든 상황 고려한 10가지 안전장치가 있습
니다.

 • �과열방지 장치 : De Dietrich는 독점적으로, 화구 밑의 온
도를 300℃로 제한합니다. 기름이 과열되어도 화재의 위
험이 없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 �넘침방지 안전 : 제어판에서 액체가 넘치면 인덕션은 자동
으로 차단됩니다.

 • �키보드 잠금 : 이 기능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에 의한 의도
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합니다.

 • �잔열의 표시 : 장시간 사용하면 화구의 표면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온도가 65°C 이상이면 "H"표시등이 나타납니
다.

 • �자동정지 시스템 : 요리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화력에 
따라 일정 시간후에 자동으로 멈춥니다.

 • �용기 감지 : 용기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LED가 깜박이며, 
시스템은 1분 후에 멈춥니다.

 • �소형 도구안전 : 화구 위에 놓인 이물질; 인덕션은 직경 
10cm 이상 금속 표면과의 접촉에서만 감지합니다.

 • �전압 : 저전압, 잘못된 연결, 고전압
   �인덕션 자체가 저전압, 고전압, 잘못된 연결 등을 감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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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PLAY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PLAY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PLAY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DPI7689XS

DPI7689XP

DPI7688XS

DPI7686XS

DPI7686GP

DPI7686WP DPI7686XP

비교할 수없는 유연성을 자랑하는 2개의 퓨리존은 
동일한 정밀도와 조리 품질을 갖춘 소형 또는 대형 용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50~5,000W 범위의 극한의 내구성과 출력을 제공합니다.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50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50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horiZone은 
3개의 인덕터가  합쳐져 하나의 화구를 구성하며 함께 제공되는 도마와 그릴로 
절묘하고 이상적인 여러 가지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5000W
우측전면 : 16cm / 2400W
우측후면 :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5000W의 유연한 퓨리존을 포함하여 4개의 화구로 구성됩니다. 전용기능 덕분에 냄비는 
한 화구에서 다른 화구로 이동하면 입력된 설정을 자동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5000 W
우측전면 : 16cm / 2400W
우측후면 :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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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PLAY

TABLE INDUCTION 65 CM HORIZONE

TABLE INDUCTION 65 CM

TABLE INDUCTION 65 CM

DPI7684XS

DPI7684X

DPI7572W

DPI7570X

De Dietrich 인덕션 요리가 즐겁고 
그릴 및 도마 등 여러 가지 조리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horiZone Play.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3700 W
우측전면 : 16cm / 2400W
우측후면 :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1개의 호라이존에서 4구까지를 독립적으로 사용
40cm x 23cm / 3700 W
우측전면 : 16cm / 2400W
우측후면 :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De Dietrich는 우아함과 순도를 상징하는 흰색을 재창조 합니다. 
세련미와 함께 설계된 세 가지 초점은 단순함으로 정확성, 속도 및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3개 화구
좌 전면 : 16cm / 2400W
좌 후면 : 23cm / 3700W
우측 : 28cm / 40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이 인덕션으로 최고의 요리에 도전하십시오. 직경이 다른 세 개의 화구는 작은 용기와 
큰 용기, 둥근형, 타원형 등 모든 냄비가 사용 가능합니다.

3개의 화구
좌 전면 : 16cm / 2400W
좌 후면 : 23cm / 3700W
우측 : 28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간편기능(센불, 중불, 약불)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ICS, 스위치 등 6 가지 기능
정격 : 7400W
타공규격 (mm) : H64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650 x D515

DPI7572X DPI757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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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O INDUCTION 38CM HORIZON PLAY

DOMINO INDUCTION 30 CM

DOMINO DOWN HOOD
DPI7469XS

DPI7360X

DHD7561B

horiZone은 함께 요리하기 가장 아름다운 요리 방식입니다. 
Sologne 나무로 만들어진 도마와 그릴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인덕션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하우의 절묘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40cm x 23cm의 1개의 퓨리존과 2개의 독립된 화구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Boost를 포함한 4가지 간편기능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그릴 및 철제 팬 등 5 가지 기능
정격 : 4600W
타공규격 (mm) : H64 x W34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380 x D515

전면 : 16cm / 2400W
후면 23cm / 3,700W
팬 자동 감지
20단 화력
Boost를 포함한 4가지 간편기능
파스타 기능, 경과 시간, 리콜 등 4 가지 기능
정격 : 3700W
타공규격 (mm) : H64 x W270 x D490
제품규격 (mm) : H64 x W300 x D515

혁신적인 디자인은 언제나 최고의 찬사를 불러옵니다. 2개의 도미노제품 사이에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는 
후드 패널이 세로로 열리면서 조리용 용기에서 나오는 연기와 증기를 빨아들입니다.

플랩을 이용한 수평 흡입
최대 유량 645 m3/h
소음 수준 (최소 : 56dB (A), 최대 : 62dB (A)
부드럽게 반응하는 터치센서
Boost를 포함한 4가지 속도
정격 : 250W
타공규격 (mm) : H730 x W112 x D490
제품규격 (mm) : H730 x W140 x D520



효율성과 편안함의 극대화
인덕션 개척자이자 전문가인 Brandt 는 최고의 모듈성과 편안함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인덕션인 horiZonetech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컨셉트의 프리존은 시장에서 가장 큰 모듈형 화구 중 하나를 갖게 하여 요리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제공합니다.
Brandt 의 기술적 노하우를 결합한 horiZonetech 는 40 x 23cm의 모듈 식 조리 공간을 정의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조리 영역입니다.
와이드, 타원형, 직사각형 ... 23cm 팬에서 40cm 타원형 캐서롤로 모든 종류의 용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ABLE INDUCTION 60CM HORIZONE

TABLE INDUCTION 60CM

TABLE INDUCTION 60CM

TABLE INDUCTION 60CM HORIZONE

BPI6449X

BPI6314B

BPI6310B

BPI6309B

9단계파워� �
각 구별 타이머� �
각 구별 부스트� �
리콜 기능� �
간편 기능(센불, 중불, 약불)�
잠금, 청소잠금� �
10가지 안전장치

40cm x 23cm / 4000 W�
우측전면 : 16cm / 2200W�
우측후면 : 21cm / 3100W�
정격 : 7200W
타공규격 (mm) : H60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0 x W580 x D510

9단계파워
각 구별 타이머
각 구별 부스트
잠금, 청소잠금
10가지 안전장치

좌 전면 : 21cm / 3100W
좌 후면 : 16cm / 2000W
우측 : 28cm / 4000W
정격 : 7200W
타공규격 (mm) : H60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0 x W580 x D510

9단계파워
각 구별 타이머
각 구별 부스트
잠금, 청소잠금
10가지 안전장치

좌 전면 : 18cm / 2800W
좌 후면 : 16cm / 2000W
우측 : 21cm / 3100W
정격 : 4600W
타공규격 (mm) : H60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0 x W580 x D510

9단계파워
각 구별 타이머
각 구별 부스트
잠금, 청소잠금
10가지 안전장치

좌 전면 : 18cm / 2800W
좌 후면 : 16cm / 2000W
우측 : 21cm / 3100W
정격 : 3600W
타공규격 (mm) : H60 x W560 x D490
제품규격 (mm) : H60 x W580 x D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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