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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전과 2014 년의 결과

팀원들께:
최근에 몇 분이 저에게 Stericycle 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팀원 참여 설문조사” 결과 또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회사의
비전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회사의 비전은 일상적인 작업 방향 및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결정하는 그
회사의 가치관이며, 이를 통해 오늘의 우리와 내일의 우리 모습이 결정됩니다. Stericycle의
비전은 핵심 목표, 핵심 가치, 그리고 미래 위치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핵심 목표와 미래 위치에 대한 토론 및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
인류와 브랜드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고객이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선언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위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와 상기 선언의 내용이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의 미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각 개별
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지난 주에 발표된 2014년 재무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Stericycle에게 있어 매우 성공적인 해였습니다! 2014년의 년 수익은 2조8백억원(2.55 billion
USD)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고, 년 소득은 6760억원(615 million USD)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주에게 중요한 척도인 주당순이익은 $4.27로 13.9% 성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일부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들로 인해 더 특별한 해로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규제 폐기물 서비스, 준수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2014년의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PSC의 통합 및 기타 인수가
제대로 궤도에 올랐으며 이익과 소득의 향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PSC(Stericycl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및 대한민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인수를 포함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총 44개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Title V 소각로 향상, 새 처리 시설 및 장비,
ComSol의 기술 플랫폼을 위한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 952억원(86.5 million USD)을 재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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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Stericycle은 연평균 성장률 15.9%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우리 팀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훌륭한 성과입니다. Stericycle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감사 드리며,
2015년에는 더욱 향상된 결과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며, 하나의 목표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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