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ject.kr

“ovject”는 어디에나 흔한 object 가 아닌,
기존 개념을 탈피한 관점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각하는 라벨입니다.
전통을 이어온 법랑 가공 제조업체가,
일상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본 순간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
그 제품으로 인해 일상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것.
“ovject”는 기능과 형태, 도구와 사람과의 관계의 벽을 허무는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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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주물 법랑 양수냄비 【23cm】

뚜껑도 조리가능한
만능 주물 법랑 양수냄비
ovject(오브젝트)의 양수냄비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오븐요리를 시작으로 끓이고, 찌고(삶고), 굽는 폭넓은
조리가 가능합니다. 축열성이 높은 주물제로 맛있게 조리가 가능하고, 거기에 전면 법랑 마무리로 녹슬 일이
없이, 간단한 손질로 오래도록 사용 가능합니다. 그릴 플레이트로서도 사용가능한 윗뚜껑은 평평한 형태로
위에 물건을 올릴 수가 있고,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특징적인 손잡이의 형태는 주방용장갑(미튼)을
낀 상태에서도 편하게 개폐가능한 기능으로부터 끌어낸(도출한) 형태입니다. 주물의 높은 축열성, 법랑의
훌륭한 관리법, 기분 좋게 사용 가능한 기능성이 일체가 된 양수냄비입니다.

더치오븐요리부터 끓이고, 찌고, 굽는 등 폭 넓은 조리가 가능
녹슬지 않는 법랑 처리 주물냄비
뚜껑도 그릴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냄비
IH 대응 【전자레인지 이외의 열원에 대응】
뚜껑의 요철이 식재료의 증기를 순환시켜 맛을 놓치지 않음

ovject 주물법랑양수냄비 [23cm]
【컬러 / 품명 / 가격】
매트블랙(O-THP-23)
그린(O-THP-23GN)/네이비(O-THP-23NY)/브라운(O-THP-23BR)
【사이즈】
뚜껑을 닫은 상태: Φ240(손잡이포함 W 294) x H 60 / 뚜껑: Φ240 x H 13 / 냄비: Φ240(내경Φ230)x H 47
【무게】 뚜껑: 1.8kg / 냄비: 2.2kg / 총중량: 4.0kg
【재질】 주물(전면법랑코팅)
【제조국】 일본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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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법랑 림 플레이트 【30cm / 24cm / 18cm / 12.5cm】

부드러운 도기 같은 질감의
법랑 림 플레이트
0.8mm의 강판에 무광택의 법랑을 입혀, 도기 같은 우아한 질감과 강판의 강함을 겸비한 법랑 림 플레이트
입니다. 따뜻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한 불이나 오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에서 최적
입니다. 특징적인 테두리의 형태는 테이블에 운반할 때나 식사 중에도 자연스럽게 손에 감기는 그립감을 제
공하며 ovject의 법랑 림 플레이트는 일상의 모든 식탁에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30cm / 24cm / 18cm / 12.5cm 의 4 사이즈로 된 구성은 각각의 사이즈를 한 세트로 겹쳐올려서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cm 는 원 플레이트나 티 세트를 올릴 수 있는 트레이로써도 사용 가능한 사이즈
이고 24cm 는 메인디쉬나 카레 등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18cm 는 개인 접시나 케이크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12.5cm 는 소스나 과일을 남아내기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법랑 림 플레이트는
다용도로 사용하기 쉬운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기 같은 우아한 질감과 강판의 깨지지 않는 강함을 겸한 림 플레이트
직화나 오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도어에서 아웃도어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콤팩트하게 스태킹하여 수납할 수 있는 시리즈 구성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손에 잘 맞는 그립감을 높인 요철모양

ovject 법랑 림 플레이트 [30cm]

ovject 법랑 림 플레이트 [24cm]

ovject 법랑 림 플레이트 [18cm]

ovject 법랑 림 플레이트 [12.5cm]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매트블랙(O-ERP30-MBK)

매트블랙(O-ERP24-MBK)

매트블랙(O-ERP18-MBK)

매트블랙(O-ERP12.5-MBK)

매트화이트(O-ERP30-MWH)

매트화이트(O-ERP24-MWH)

매트화이트(O-ERP18-MWH)

매트화이트(O-ERP12.5-MWH)

매트그레이(O-ERP30-MGY)

매트그레이(O-ERP24-MGY)

매트그레이(O-ERP18-MGY)

매트그레이(O-ERP12.5-MGY)

매트라이트블루(O-ERP30-MLB)

매트라이트블루(O-ERP24-MLB)

매트라이트블루(O-ERP18-MLB)

매트라이트블루(O-ERP12.5-MLB)

【사이즈】 외경: Φ300 (내경Φ249)x H 20

【사이즈】 외경: Φ240 (내경Φ189)x H 20

【사이즈】 외경: Φ180 (내경Φ136)x H 20

【사이즈】 외경: Φ125 (내경Φ81)x H 20

【무게】 580g

【무게】 355g

【무게】 215g

【무게】 114g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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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에나멜 램프 【35cm】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형태를
부드럽게 정돈한 에나멜 램프
1940년대에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빈티지 법랑제 램프 셰이드를 모티브로 산업혁명 당시의 느낌을 전달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형태를 정돈한 것으로, 과거 아님 미래라는 극단적인 시대성의 표현 보다는 일상에
기분 좋게 어우러지는 중용을 지키는 형태의 램프 셰이드입니다. ovject의 램프 셰이드는 곧은 원통형으로부터
곡선과 가장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형태로 이어져 법랑의 훌륭한 질감이 존재감의 과시 없이 아름답게
공간을 비춥니다.

ovject 에나멜 램프 [35cm]

양식을 불문하고 폭넓은 테이스트의 공간과 조화되는 심플한 디자인

【컬러 / 품번】

자연스럽고 훌륭한 질감의 법랑 마무리

블랙(O-EL35-BK) / 오프화이트(O-EL35-WH)

안정감 있는 부드러운 컬러
경년변화에 의한 표면의 파편(깨짐, 일그러짐 등)이나 열화에도 깊어지는 멋이 있는 애나멜 램프

그레이(O-EL35-GY) / 라이트블루(O-EL35-LB)
【사이즈】 Φ356 x H 181
【무게】 0.95kg
【재질】 법랑용 강판(전면법랑광택코팅)
【부속품】 실링컵: 블랙 / 코드행거: 블랙
【제조국】 일본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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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솔트 & 페퍼 【실린더 / 렉텡글 세트】

무기질의 조형과
애교있는 표정
ovject(오브젝트)의 솔트&페퍼는 미술실에 있는 데생용 석고 기하학 모형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뒷면
의 무기질 인상과 정면의 소금, 후추가 나오기 위한 3개의 구멍이 사람의 표정처럼 보이기도 해 2개의 다른
인상을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소재는 석고 모형을 이미지화한 무광택의 하얀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넣은 조미료를 구분하기 쉽도록 본체에 부착 가능한 이름이 적혀진 라벨과 직접 기재가 가능한 라벨이
들어 있으며, 조미료는 바닥면의 캡을 빼내어서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기질의 기하학모형에 솔트&페퍼
로서의 기능을 더해, 실린더 모양과 렉탱글 모양의 2가지의 모델을 일상에 제시합니다.

ovject 솔트 & 페퍼 [실린더/렉텡글 세트]

무기질의 조형과 애교 있는 표정

【컬러 / 품번】

솔트 & 페퍼로 보이지 않는 독특한 분위기

화이트(O-SP-WH)

조미료명을 기재할 수 있는 라벨 동봉

【사이즈】 W 50 x H 70 x D 50 (실린더/렉텡글 공통)
【무게】 실린더 60g / 렉텡글 65g
【재질】 본체(도기) / 캡(실리콘)
【제조국】 중국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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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드립 케틀 【1.8L】

장인의 손 끝에서 완성된
우아한 형태의 드립 케틀
ovject의 드립케틀은 보동보동한 형태와 일체감 있는 나무 뚜껑이 특징인 드립 주전자입니다. 원숙한 장인이
만든 노즐은 분출량의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해주며 각도에 따라 물을 얇게 붓거나 크게 붓거나 하여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IH(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에 대응하며 커피드립용으로
도, 물을 끓이는 일반 케틀로도, 향긋한 차를 내리는 티포트로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드립 케틀입
니다.

IH 레인지, 가스레인지 대응으로 일반 주전자나 커피드립용의 포트로도 사용 가능

ovject 드립케틀 [1.8L]

원숙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노즐로 분출량의 컨트롤이 쉽고, 커피를 내리기에 최적

【컬러 / 품번】

차분함이 있는 부드러운 컬러

매트블랙(O-DK1800-MBK) / 오프화이트(O-DK1800-WH)
매트그레이(O-DK1800-GY) / 매트라이트그레이 (O-DK1800-LB)
【사이즈】 W 260 x H 185 x D 140
【무게】 810g
【재질】 법랑용 강판(전면법랑코팅) / 목재: 너도밤나무
【용량】 만수용량: 1.8L / 적정용량: 1.3L
【제조국】 일본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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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머그 【300ml】

부드러운 모양과 얼룩이 있는 유약
친숙한 사용감의 머그
ovject의 머그는 미노 도자기의 산지, 다지미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부드러운 형태와 깊은
멋의 유약 얼룩감이 특징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한 쓰임새 좋은 300ml의 용량으로 커피나 스프 등
다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좋은 그립감을 제공하는 두 손가락으로 꽉 잡는 핸들은
보다 좋은 존재감을 가지면서 일상에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도기 머그입니다.

부드럽고 심플한 형태와 깊은 멋의 유약 얼룩 모양

ovject 머그 [300ml]

커피부터 스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300ml의 일상에서 사용하기 쉬운 사이즈

【컬러 / 품번】

손가락에 좋은 디테일과 두 손가락이 들어가는 핸들 등 기분 좋은 사용을 생각한 설계

매트블랙(O-MC300-MBK) / 매트화이트(O-MC300-MWH)
매트그레이(O-MC300-MGY) / 매트라이트블루(O-MC300-MLB)
【사이즈】 Φ87 x H 90 x W 119
【무게】 280g
【재질】 도기, 유약
【용량】 300ml
【제조국】 일본
【기타】 전자레인지 ◯ / 식기세척기 X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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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법랑 볼 【30cm / 24cm / 18cm / 12.5cm】

부드러운 질감과 섬세한
테두리의 법랑 볼
법랑의 부드러운 질감과 금속의 강인함을 살린 섬세한 테두리의 ovject법랑 볼.
법랑제품은 대부분 매달아서 굽기 때문에 테두리 마감은 양산품 방식을 적용해 컬(curl) 감기 처리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ovject의 법랑 볼은 섬세한 테두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인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법랑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0.8mm 두께의 강판을 유약으로 코팅하고 금속의 강인함과 도자기의 질감을
갖춘 그릇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닌 캠핑 등의 아웃도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탄화나
직화에서의 다시 데우기나 오븐 요리도 가능하며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사이즈 구성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요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이즈의 ovject의 법랑 림 플레이트
를 간이 뚜껑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와 같은 풍부한 질감과 금속의 강인함을 살린 섬세한 테두리의 그릇
직화나 오븐에서 다시 데우는 것도 가능하며, 인도어에서도 아웃도어에서도 사용 가능
요리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심플한 분위기(모양새)와 폭넓은 사이즈 전개
깨지는 일 없이 오래도록 사용 가능
ovject의 법랑 림 플레이트를 간이 뚜껑으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

ovject 법랑 볼 [30cm]

ovject 법랑 볼 [24cm]

ovject 법랑 볼 [18cm]

ovject 법랑 볼 [12.5cm]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컬러 / 품번】

매트블랙(O-EBL30-MBK)

매트블랙(O-EBL24-MBK)

매트블랙(O-EBL18-MBK)

매트블랙(O-EBL12.5-MBK)

매트화이트(O-EBL30-MWH)

매트화이트(O-EBL24-MWH)

매트화이트(O-EBL18-MWH)

매트화이트(O-EBL12.5-MWH)

매트그레이(O-EBL30-MGY)

매트그레이(O-EBL24-MGY)

매트그레이(O-EBL18-MGY)

매트그레이(O-EBL12.5-MGY)

매트라이트블루(O-EBL30-MLB)

매트라이트블루(O-EBL24-MLB)

매트라이트블루(O-EBL18-MLB)

매트라이트블루(O-EBL12.5-MLB)

【사이즈】 외경: Φ300 (내경Φ249)x H 50

【사이즈】 외경: Φ240 (내경Φ189)x H 50

【사이즈】 외경: Φ180 (내경Φ136)x H 50

【사이즈】 외경: Φ125 (내경Φ81)x H 50

【무게】 813g

【무게】 513 g

【무게】 342g

【무게】 187g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재질】 법랑용 강판 / 0.8mm 두께 (법랑처리)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제조국】 일본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기타】 가스레인지 ◯ / 전자레인지 X / 식기세척기 X / 오븐 ◯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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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카퍼 램프 【35cm】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중용을 지키는 형태의 카퍼(Copper) 램프
1940년대에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빈티지 램프 셰이드를 모티브로 산업혁명 당시의 느낌을 전달하는 대표적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형태를 정돈하면서도 중용을 지키는 형태의 카퍼 램프입니다. 스피닝 가공 방식으로 동판을
회전시키며 누름쇠 등으로 밀어붙여 성형하고, 외부는 동판의 표면 본바탕 그대로를 살리며 마무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램프의 안쪽은 클리어 코드로 산화되는 현상인 에이징을 막아주고 외부는 시간에 의한
자연스러운 에이징을 유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세월의 변화와 산화되지 않는 내부의 질감이 서로 달라지는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ovject의 카퍼 램프는 과한 존재감이 아닌 편안하고 기분 좋게 공간을 비춥니다.

양식을 불문하는 폭넓은 테이스트의 공간과 조화되는 심플한 디자인

ovject 카퍼(Copper) 램프 [35cm]

리얼 머티어리얼(Real Material)을 채용한 상질의 소재감

【컬러 / 품번】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는 변화와 내부의 변하지 않는 소재의 매력을 겸비한 램프

구리(O-CL-35CP)
【사이즈】 Φ356 x H 181
【무게】 0.79 kg
【소재】 동판 / 헤어라인 마감 [외부: 무도장 / 내부: 클리어도장]
※바깥쪽은 무도장의 마감의 구리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에 의해 색이 변화합니다.
【사양】 전구: E26 / 설치: 천장에 설치하는 타입 / 전선길이: 100cm
【부속품】 실링컵: 블랙 / 코드행거: 블랙
【제조국】 일본

(주)시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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