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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정책 

 
Stericycle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안전한 정보 폐기 및 방사선 방호 기술 장치, 방사 선량계 모니터링 서비스, 

데이터 보호 및 위생 라이센스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 준수 지원 서비스와 고도로 전문화된 컴플라이언스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과 행복을 보호하는 

것이며, 규정 준수, 보호, 참여 및 혁신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리더십은 다음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고객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법적 의무 및 기타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이해되며, 일관되게 

충족되도록 하여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 모든 해당 요구 사항과 이해 당사자가 제시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통해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관리시스템(Business Management System)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리더십은: 

• BMS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Stericycle의 사명과 일치하는 품질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BMS 요구 사항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프로세스 접근 방식 및 리스크 기반 사고의 활용을 장려합니다. 

• BMS의 개발, 구현, 평가 및 인증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리소스를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효과적인 품질 관리의 중요성과 BMS 준수 여부를 전달합니다. 

• BMS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합니다. 

• BMS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해당되는 경우 자체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해 팀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지시하고, 

지원합니다 

• 이 정책의 요구 사항이 Stericycle의 글로벌 환경, 보건 및 안전(EHS) 성명서의 요구 사항과 함께 제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의 환경, 보건 및 안전 팀은 : 

• BMS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BMS의 개발, 구현, 평가 및 인증을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 BMS가 ISO 9001, ISO 14001 및 ISO 45001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단일 통합 품질,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모든 ISO 표준에 따라 외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은 모든 팀 구성원을 포함한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공유된 책임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팀 구성원에게 전달되고, 모든 Stericycle 시설에 표시되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요청 시 

제공됩니다. 이 정책은 매년 리더십에 의해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및 재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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