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Identity Manual
Basic System

커뮤니케이션명•Communication Names
커뮤니케이션명은 SK Identifier와 사명이 조합된 것이다. 사명 조합 적용시 왜곡, 변형,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의 방지를 위해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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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명 사용시 기준
1.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행복날개’의 높이는 1.1X이다.
2. 한글 사명의 크기는 0.8X이고 영문 사명은 0.55X이다.
3. SK Identifier와 사명의 간격은 한글은 0.8X, 영문은 0.55X이다.
4. 커뮤니케이션명을 컬러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SK Red, 사명은 SK Orange로 적용하며,
흑백으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Black 100%, 사명은 Black 6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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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dentifer 공간규정•SK Identifier Clear Space

공간규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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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dentifier 적용시 반드시 공간규정에 따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X를 기준으로 사방에 0.5X만큼의
최소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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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규정 B
옥외광고나 경기장 펜스 등 가독성 확보가 중요한 옥외매체에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공간규정B 를 적용할 수 있다.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X를 기준으로 사방에 0.25X만큼의
최소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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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색상 규정•Black & White (Dual Tones)
흑백 인쇄용 사용시 행복날개는 Black 100%와 60%로
명도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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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용 색상 규정•Negative Colors
음화표현시 배경색이 명도 30% 이상인 경우
SK Identifier는 백색으로 사용한다.

약식사명•Abbreviated Corporate Names
약식사명 가로조합은 SK Identifier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표기할 경우와 SK Identifier의
적용공간이 심하게 제약받아 ‘행복날개’의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한다.

약식사명(가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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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명(가로조합) 사용시 기준
1.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한글 사명의 크기는 0.8X이고, 영문 사명은 0.55X이다.
2. 로고마크와 사명의 간격은 한글은 0.3X, 영문은 0.25X이다.
3. 약식사명을 컬러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SK Red, 사명은 SK Orange로 적용하며, 흑백으로 표현할 때는 모두 Black 100%로 적용한다.
약식사명을 흑백으로 표현할 때, 사명을 Black 60%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약식사명•Abbreviated Corporate Names
약식사명 세로조합은 세로로 긴 사인에 적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행복날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적용시 임의적인 변형은 불가하며, 추가로 제작할 경우 CI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X

약식사명(세로조합)

로고마크 형태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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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명(세로조합) 사용시 기준
1.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한글 사명의 크기는 1.2X이고, 영문 사명은 0.55X이다.
2. 로고마크와 사명의 간격은 한글은 0.6X, 영문은 0.25X이다.
3. 약식사명(세로조합)을 한글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가로의 형태로 사명은 세로의 형태로 적용한다.
4. 약식사명(세로조합)을 영문으로 표현할 때, 가로조합의 형태를 시계방향으로 90°회전하여 적용한다.
5. 약식사명(세로조합)을 컬러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SK Red, 사명은 SK Orange로 적용하며, 흑백으로 표현할 때는 모두 Black 100%로 적용한다.
약식사명을 흑백으로 표현할 때, 사명을 Black 60%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법인명•Legal Names
법인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의 정식명칭이다. 법인명 세로조합은 세로로 긴 사인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복날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적용시 임의적인 변형은 불가하며, 추가로 제작할 경우 CI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명(가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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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가로조합) 사용시 기준
1.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한글 사명의 크기는 0.8X이고, 영문 사명은 0.55X이다.
2. 로고마크와 사명의 간격은 한글은 0.3X, 영문은 0.25X이다.
3. 법인명을 컬러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SK Red, 사명은 SK Orange로 적용하며, 흑백으로 표현할 때는 모두 Black 100%로 적용한다.
법인명을 흑백으로 표현할 때, 사명을B lack 60%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법인명•Legal Names
법인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의 정식명칭이다. 법인명 세로조합은 세로로 긴 사인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복날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적용시 임의적인 변형은 불가하며, 추가로 제작할 경우 CI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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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세로조합)

로고마크 형태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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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세로조합) 사용시 기준
1. 로고마크 'K'의 높이를 X라고 가정할 때, 한글 사명의 크기는 1.2X이고, 영문 사명은 0.55X이다.
2. 로고마크와 사명의 간격은 한글은 0.6X, 영문은 0.25X이다.
3. 법인명(세로조합)을 한글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가로의 형태로 사명은 세로의 형태로 적용한다.
4. 법인명(세로조합)을 영문으로 표현할 때, 가로조합의 형태를 시계방향으로 90°회전하여 적용한다.
5. 법인명(세로조합)을 컬러로 표현할 때 로고마크는 SK Red, 사명은 SK Orange로 적용하며, 흑백으로 표현할 때는 모두 Black 100%로 적용한다.
법인명을 흑백으로 표현할 때, 사명을 Black 60%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