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지스톤 코리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옐로카드 

5 천여 개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 전국 무료 배포  

 
 브리지스톤 코리아, 주야간 보행 중인 어린이 가시성 높여주는 옐로카드 5 천여 

개 무료 배포 

 전국 44 개 국공립 어린이집 전달, 브리지스톤 코리아 전국 소재 10 개 비셀렉트 

샵에서 고객 대상 배포, SNS 이벤트 통해 배포 

 옐로카드, 주야간 보행자 가시성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률 낮춰 

 브리지스톤 코리아,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및 유아의 가방과 의복에 부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카드 5 천여 개를 제작, 전국 44 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이중 일부는 전국 

10 곳에 있는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타이어 종합 서비스 스토어 비셀렉트샵(B 셀렉트)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도 무료 배포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기부 및 배포한 옐로카드는 어린이 안전 전문 비영리단체인 

‘옐로소사이어티 (대표 이제복, prayforsouthkorea.org)’가 제작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이다. 어린이의 가방, 배낭, 의복 등에 부착하면 낮에는 햇빛, 

밤에는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운전 중인 운전자가 보행 중인 어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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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견하게 해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가 배포하는  옐로카드에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로고와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드로 지켜주세요’ 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지난 10 월 8 일부터 전국 44 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옐로카드를 전달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한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종합 서비스 스토어인 

비셀렉트샵 10 곳의 매장을 통해 타이어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옐로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소셜미디어 이벤트 등을 통해서도 옐로카드를 

배포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리를 보행하는데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옐로카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제품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옐로카드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핀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옐로카드가 보행자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 9 배 이상 

높여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90%,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을 75%까지 

감소시킨다고 옐로소사이어티는 설명한다. 옐로카드는 지금까지 전국에 93 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배포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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