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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창립 90 주년 기념 로고,  

기념 웹페이지 공개 

-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지속 가능성 재천명 - 

 

-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 기념 로고 공개 

- 브리지스톤이 걸어온 발자취, 기업 경영 DNA, 비전을 정리한 90주년 기념 웹페

이지 공개 

- 지속 가능성을 브리지스톤 100주년 이후로도 지속해야 할 핵심 경영 가치로 재

천명 

- 창립 90주년은 2031년 브리지스톤 100주년과 그 이후로 나아가는 이정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첨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 브리지스톤이 올해로 창립 

90 주년을 맞았다. 

 

이시바시 슈이치 브리지스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브리지스톤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맞닥뜨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지스톤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데 도움과 지지를 보내준 고객,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90 주년 

이후에도 고객,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브리지스톤 창립 90 주년을 기념했다. 

 

브리지스톤 그룹은 창립 90 주년을 맞은 올해를 브리지스톤 100 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브리지스톤은 이를 기념해 브리지스톤의 역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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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기업 경영 DNA, 브리지스톤 100 년과 그 이후를 향한 브리지스톤의 

도전 등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브리지스톤의 90 주년 기념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90 주년과 그 이후(90th and beyond)"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90 주년과 그 이후” 캠페인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세계 브리지스톤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소속감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브리지스톤은 2050 년까지 고객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거듭 나려는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창립 90 주년은 물론 다가올 100 주년과 그 이후까지 비전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브리지스톤 창립 90 주년 기념 캠페인 활동 

 

1. 창립 90 주년 기념 로고 

브리지스톤은 창립 90 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를 제작했다. 이 로고는 브리지스톤 창립 90 주년과 

그 이후의 미래를 상징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 투자자, 임직원, 사업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브리지스톤의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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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 90 주년 기념 웹페이지 구축 

브리지스톤 기업 웹사이트에 브리지스톤 역사, 기업 DNA, 비전에 대한 정보를 담은 90 주년 

기념 웹페이지를 마련했다. 

 

90 주년 기념 웹페이지 링크: https://www.bridgestone.com/corporate/history/90th_anniversary/ 

 

이시바시 쇼지로 브리지스톤 그룹 창업자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은 결코 번성할 수 없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 영원히 수익을 낼 것이며,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다. 이 믿음은 브리지스톤이 설립된 1931 년 이후로 지금까지 브리지스톤의 

DNA 에 각인돼 이어져오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이러한 창업정신을 1968 년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공헌한다"로 정의했다.  

 

현재 전세계 140,000 여명의 브리지스톤 그룹 임직원들은 이러한 기업 사명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고객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2050 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으며,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창립 100 주년이 되는 2031 년을 바라보며 브리지스톤은 고객, 사회, 기업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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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에 대해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첨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는 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한 브리지스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준 

장착 및 교체용 타이어 제품, 타이어 관련 솔루션 등 고객과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사회공헌을 위한 우리의 길(Our Way 

to Serve)’이라는 사회공헌 원칙에 바탕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고 지구촌 사람들이 보다 발전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동하고, 살아가고,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