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orrect Usage - Graphic / Color 
KH 에너지의 Signature는 KH 에너지의 이미지 전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임의로 변형할 경우 고유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본 항에 표현된 예는 잘못된 

경우이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경우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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