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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설립된 후 30년 동안, BTS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깊이와 종류부터 브랜드 정체성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BTS가 제공하는 특별한 고객 가치와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설립 당시 저희의 주력사업은 맞춤형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객사 경영진의 사업 감각을 개발하고 전략 수행을 돕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쳐 이제 BTS는 고객의 전방위적인 전략 

실행과 인재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재 선발과 개발을 위한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부터 전략 이해와 실행을 

위한 이니셔티브까지, 사업 감각, 리더십, 영업 교육 프로그램부터 실무 비즈니스 

시뮬레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툴에 이르기까지 BTS는 고객이 가는 길을 언제나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체험형 학습 툴, 정의-평가-체험-

실행 프레임워크(Define, Assess, Experience and Execute Great Framework), 

디지털 플랫폼 펄스(Pulse™) 와 같은 첨단 기법과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BTS는 고객들과 실제 강의실, 워크샵, 회의 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앱, 

기기를 이용한 자기 주도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객사와 참가자들에게 오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비즈니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조직을 미래로 함께 이끌어갈 BTS의 마법을 상징하는 새 

로고와 슬로건, VI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새 로고는 BTS가 고객에게 선사하는 변화와 혁신을 뜻하는 델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했습니다. 

 

세 개의 선홍색 원은 효과적인 전략 실행의 3대 요소인 이해(alignment), 

동의(mindset), 역량(capability)을 상징하며 BTS의 역동성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색상의 그라데이션은 BTS가 개인과 조직에 가져다 주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원의 

움직임은 BTS가 고객의 니즈 해결을 위해 도모하는 유연성과 고도의 맞춤화를 

나타냅니다. BTS 컨설턴트들이 매 순간 보여주는 독특하고 유쾌하며 활기찬 

개성은 생기 넘치는 선홍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로고는 BTS의 정체성뿐 아니라 

BTS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주의는 “Strategy made personal(당신만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새 슬로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임직원 개인의 

측면에 집중합니다. 항상 참가자 개개인에게 탁월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슬로건을 실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앞으로 BTS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성장을 지속하고 더 큰 고객 가치를 창출하면서 

다시 브랜드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보이는 새 브랜드에는 

BTS의 특성, 그리고 BTS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리함과 막대한 가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BTS의 리더십과, 고객의 전략 실행 및 인재 개발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저희의 노력이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고객 솔루션에 새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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