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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코리아, 사회복지시설 신망원 원아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후원 

- 브리지스톤 코리아, 후원 관계 맺어온 신망원 원아들을 위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진행 

- 신망원 원아 대상으로 교통안전, 생활 안전,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재난 대피,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활동 교육하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 브리지스톤 코리아, 신망원 운동장 데크 및 소화기 교체도 지원 

 

 

 

 

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력해 사회복지법인 신망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1 월 29 일 진행했다.  

 

http://www.bridgesto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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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망원은 비영리 아동 복지시설로 현재 약 

56 명의 유아 및 어린이 원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2017 년부터 신망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신망원 원아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왔고, 이번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력해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의 진행을 후원하게 됐다.  

 

브리지스톤 코리아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1 월 29 일 진행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은 교통 안전, 생활 안전, 응급처치, 소화기 체험과 같이 신망원 원아들이 일상의 

환경에서 스스로 혹은 동료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 예방 및 응급 대응 활동을 

주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신망원 원아들은 안전벨트 매는 법, 안전한 자동차 승하차 방법, 화재 및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 실습, 올바른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 받고 

직접 체험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을 진행하면서 브리지스톤코리아는 신망원에 비치된 소화기와 

운동장 데크의 교체도 함께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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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사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사회 유지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망원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 세계 150 여 개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브리지스톤은 “사회 공헌을 위한 

우리의 길 (Our Way to Serve)” 이라는 글로벌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회공헌 

3 대 기준으로 ‘이동성 mobility’, ‘사람 people’, ‘환경 environment’을 정하고, 각 기준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신망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사람 people’, 특히 미래 사회의 주인공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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