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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YSTEM

심볼마크

한글로고

영문로고

시그니처

사업장활용

전용색상

색상활용규정

사용금지규정



심볼마크
Symbol Mark

심볼마크는 (주)옵트론텍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심볼마크는 (주)옵트론텍의 광전자
제품을 형상화 하여 표현한것이다.

마름모 형태는 다이아몬드의 구조로
탄탄한 경영구조, 합리적인 경영이념,
경쟁기업과 경쟁력, 발전성, 진취성을
상징한다.
 
마름모와 겹쳐진 타원은 무한을 의미
하며 (주)옵트론텍의 무한한 발전성을
나타내며 발전하는 기업의 비젼을 제시
하고 있다.

최소사용규정10mm



한글 로고 타입
Logo Type

로고타입은 심볼마크와 함께 (주)옵트론텍
을 구체적으로 인지시키는 시각물로서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한글 로고타입은 옵트론텍의 명칭을
한글로써 이미지를 전달한다.

편안하고 단순한 형태의 한글서체를
사용하여 기업이미지에 부합하게
제작되었다.

사용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 로고 타입
Logo Type

영문 로고타입은 옵트론텍의 명칭을
영문으로 이미지를 전달한다.

빛의 3원색 중(적색, 녹색)을 이용하여 
‘O’ 를 부각시켜 단순하면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게 제작되었다. 

사용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좌우조합활용
Signature

옵트론텍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좌우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할 매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 사용하며 아래 조합의 비례와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시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상하조합활용
Signature

옵트론텍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상하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할 매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 사용하며 아래 조합의 비례와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시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활용
Signature

옵트론텍 시그니처와 베트남 사업장명을 
조합한 것으로 적용할 매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 사용하며 아래 조합의 비례와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시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전용색상
Color System

전용색상은 (주)옵트론텍의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또하나의 중요한 수단
으로서 지정된 색상이다.
.

(주)옵트론텍을 대표하는 주조색은 군청색,
이며 보조색으로 적색, 녹색, 암회색, 연회색
이 있다.
색상은 적용매채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100 / M100
R 65 / G 15 / B 122

M100 / Y100 / K5
R 214 / G 0 / B 34

C100 / Y100 / K5
R 0 / G 152 / B 57

K70
R 98 / G 98 / B 98

K15
R 225 / G 225 / B 225



색상활용규정
Color Versions

심볼마크의 형태와 색상이 정해진 규정
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 옵트론텍
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수 있으므
로 정확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아래 예시된 것 외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CI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도 기본형 1도 사용기준

K 0

K 10

K 20

K 30

K 40

K 50

K 60

K 70

K 80

K 90

K 100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심볼마크의 형태와 색상이 정해진
규정과는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텍에는
옵트론텍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래 예시된 것 외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CI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심벌마크의 색상이 지정색과
다르게 표현된 경우

심벌마크에 라인을 주어
표현된 경우

심벌마크의 모양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심벌마크의 비례가
기본형과 달리 표현된 경우

심벌마크 요소가
라인으로 표현된 경우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비례가 잘못된 경우

로고타입의 색상 및 모양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OPTRONTEC



명함

봉투

차량

근무복

외부부착물

APPLICATION
SYSTEM



명함
Bussiness Card

명함과 사원증은 규정된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며, 지정된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아래 예시된 명함은 양면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재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ai, eps)에 의한 복제를 원칙으로 한다.

8.4Cm X 5.3Cm / 100%

9Cm X 5.5Cm / 100%

대 표 이사

사     장

홍  길  동
G .  D .  H O N G

3Cm X 4Cm
한양견고딕 
15pt 자간:0

14.5 X 7.3

사업장별 수정가능

문체부 제목 돋움체 
9pt 자간:480

문체부 제목 돋움체 
9pt 자간:290

바탕체
10pt 자간:200



소봉투
Envelopes

소봉투는 필요에 따라 단도인쇄와 
별색인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지 역시 일반용지와 주름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광택용지는 사용치 아니한다.

제작시 아래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 색상, 위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 인쇄 한다.

貴下  

HEAD  OFFICE : 63-9, PALYONG-DONG, CHANGWON-CITY,
GYEONG SANG NAM-DO, KOREA 
TEL : 82-55-250-2700
FAX : 82-55-250-2736

641-847

DAE-JEON BRANCH : 59-3, JANG-DONG, YUSEONG-GU,
DAE-JEON, KOREA 
TEL : 82-55-250-2700
FAX : 82-55-250-2736

305-343

HTTP://WWW.OPTRONTEC.COM

本       社  : 慶尙南道 昌原市 八龍洞 63-9
TEL:(055)250-2700
FAX:(055)250-2736

641-847

大 田 社 業 場  : 大田廣域市 儒城區 長洞 59-3
TEL:(042)360-1510
FAX:(042)360-1511

305-343

HTTP://WWW.OPTRONTEC.COM



대봉투
Envelopes

대봉투는 필요에 따라 단도인쇄와 
별색인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지 역시 일반용지와 주름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광택용지는 사용치 아니한다.

제작시 아래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 색상, 위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 인쇄 한다.

HEAD  OFFICE : 63-9, PALYONG-DONG, CHANGWON-CITY,
GYEONG SANG NAM-DO, KOREA 
TEL : 82-55-250-2700
FAX : 82-55-250-2736

641-847

DAE-JEON BRANCH : 59-3, JANG-DONG, YUSEONG-GU,
DAE-JEON, KOREA 
TEL : 82-55-250-2700
FAX : 82-55-250-2736

305-343

HTTP://WWW.OPTRONTEC.COM

貴下  

本       社  : 慶尙南道 昌原市 八龍洞 63-9
TEL:(055)250-2700
FAX:(055)250-2736

641-847

大 田 社 業 場  : 大田廣域市 儒城區 長洞 59-3
TEL:(042)360-1510
FAX:(042)360-1511

305-343

HTTP://WWW.OPTRONTEC.COM



초청장 봉투
Envelopes

초청장 봉투는 필요에 따라 단도인쇄와 
별색인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지 역시 일반용지와 주름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광택용지는 사용치 아니한다.

제작시 아래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 색상, 위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 인쇄 한다.



포장박스
Box

제작시 아래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 색상, 위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 인쇄 한다.

本       社  : 慶尙南道 昌原市 八龍洞 63-9
TEL:(055)250-2700
FAX:(055)250-2736

641-847

大 田 社 業 場  : 大田廣域市 儒城區 長洞 59-3
TEL:(042)360-1510
FAX:(042)360-1511

305-343

HTTP://WWW.OPTRONTEC.COM



차량
Car

차량은 (주)옵트론텍의 일관된 이미지를 
외부에 가장 많은 노출을 하는 중요한 
매체중 하나이므로 필요에 따른 위치 및 

색상, 부착방법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적용방법은 차량의 크기 기종에 따라 크기
의 변동은 가능하다.



20.2cm

6cm

6.7cm

1cm

근무복 / 하복
Uniform

근무복은 (주)옵트론텍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므로 사용
자의 필요에 따른 위치 및 색상, 부착방법

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복과 하복의 적용방법은 동일하다.



15.5cm

7cm

외      형 : 8.5 X 3cm
내부청색 : 7.3 X 2.3cm
내부적색 : 4.8 X 1.5Cm

1.5cm

근무복 / 동복 
Uniform

근무복은 (주)옵트론텍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므로 사용
자의 필요에 따른 위치 및 색상, 부착방법

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복과 하복의 적용방법은 동일하다.



8.
4C

m

34.5Cm 43Cm

1Cm

1.5Cm

Digital Optic Device Leader Digital Optic Device Leader

외부부착물
Line Sheet

건물 외부 부착물중 띠지(LINE SHEET)
는 유리벽 또는 유리문에 사용되며, 경계가
없는 한면에 로고가 동일간격으로 연속되게

배열을 한다.
로고의 크기와 띠의 폭, 내부 라인의 폭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