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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글로벌 컨설팅 기업 BTS가 오늘 자사의 성장과 고객 

중심주의를 상징하는 새 로고와 VI(Visual Identity)를 공개하며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다. 

BTS Group AB의 회장 겸 CEO 헨릭 에켈룬드(Henrik Ekelund)는 “BTS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동적이며 

다면적이고 현대적이며 대담한 가치와 함께 우리의 기업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으로 BTS 역사에 새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이룩한 발전을 새 브랜드에 담게 

되어 뿌듯하다. BTS는 스웨덴의 작은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업체에서, 전략 실행과 인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고객 니즈를 해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인재 선발 및 개발을 위한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부터 전략 이해와 실행을 위한 이니셔티브, 

사업 감각·리더십·영업 교육 프로그램, 실무 비즈니스 시뮬레이션과 현업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툴까지 BTS의 서비스는 기업 조직원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새 로고는 BTS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변화와 혁신을 뜻하는 델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했다. 세 개의 선홍색 원은 효과적인 전략 실행의 3대 요소인 이해(alignment), 

동의(mindset), 역량(capability)을 상징하며 BTS의 역동성과 활력을 나타낸다. 원의 움직임은 BTS가 

고객 니즈 해결에 도모하는 유연성과 고도의 맞춤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객 중심주의는 “Strategy made personal(당신만을 위한 솔루션)”, “We create powerful 

experiences that help leaders build the future of their business(기업의 미래를 건설하는 리더에게 

탁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라는 새 슬로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CEO 헨릭 에켈룬드는 새 브랜드가 

“BTS가 어떤 기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중요하게는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당 

부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금번 브랜드 개발에는 글로벌 전략 브랜드 컨설팅 및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새프런 브랜드 

컨설턴츠(Saffron Brand Consultants)가 정식 에이전시로 참여했다. 

BTS는 이번 런칭을 통해 30년 역사를 기반으로 다져진 자사의 혁신 문화를 기념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발표(Blog Announcement)와 BTS 홈페이지(www.bt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TS 소개 

http://www.bts.com/news-insights/strategy-execution-blog/strategy-execution/2015/09/10/bts-brand-has-evolved
http://www.bts.com/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전세계 32개 지사에 약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이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하고 결정 사항을 행동으로 옮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급의 리더들을 도우며, 전략 실행을 위한 임직원 개인의 측면에 집중한다. 

체험이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믿음으로 지난 30년간 기업의 임직원들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흥미롭고 효과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해왔다. 고객에게 맞춤화된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유도하고 핵심 역량을 개발하여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돕고있다.  

BTS는 전략 실행과 인재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 중 30곳 

이상의 유명 기업을 포함해 450개 기관과 협업 중이다. AT&T, 셰브런, 코카콜라, 에릭슨, 구글, GSK, 

HP, HSBC,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 텔스트라, 유니레버 등 여러 유수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현재 나스닥 OMX 스톡홀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종목 코드는 BTS B를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BTS 홈페이지(www.bt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