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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타이바를 만났을 때 
그녀는 생후 4주차로 가사 
상태에서 살아난 아기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Helping Babies 
Breathe(HBB) 프로그램을 이수한 
덕분에 타이바의 생명을 구한 
조산사 사키나와 엄마 릭타가 

있었습니다. 타이바의 이야기는 2012년 HBB 프로그램을 
동남아시아에서 전개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타이바가 5살이 된 오늘, 80여 저 자원 국가에서 일하는 
50만 명의 조산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이바의 일화처럼, 수 천명의 갓 태어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래어달이 2013년부터 추구해온 목표인 ‘2020
년까지’ ‘매년’ ‘추가로 50만 명의 생명을 살리도록 지원’

한다는 것에 대한 진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래어달은 
직접 생명을 살리지는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최초 
목격자들이나 의료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인명 
소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설명할 연대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의 
의욕적인 목표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유산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이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환경에 
순응하는 방식, 그리고 변화하는 요구와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바 이야기

Tore Lærdal, 토어 래어달, 최고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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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에 인용한 아스문드 래어달의 명료한 철학은 1940년 2월, 스타뱅거에서 
엽서와 출판 사업을 시작으로 장난감 사업을 진행했을 때부터 함께 했으
며, 오늘날 래어달의 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시각으로 아
스문드는 장난감 인형에 대한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을 교육하는데 적합한 마네킹 개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래어달은 보건 교육과 응급 중재를 지원하는 제품들과 
프로그램들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켜왔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
대됨에 따라 실제와 가까운 환자 시뮬레이터 시리즈를 출시하여 의료 시뮬
레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험 부담이 없
는 소통식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의 래어달

래어달은 글로벌 기업으로, 인명소생 지원을 사명으로 현재 전 세계 24개
국에서 약 1,500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이면서도 그 
사명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비영리 기업인 Laerdal 
Global Health를 설립하여 저 자원 국가의 출산 시 구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제품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래어달의 가치
- 귀 기울이는 자세
- 끊임없는 호기심
-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
- 고객에 대한 존중
-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근면과  
 열정

Laerdal values

Pride in our history

A clear vision

A sound company culture

A willingness to learn

A pass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

A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 dedication to help improve global health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만족할만한 경제

적 성과가 따를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

한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Åsmund S. Lærdal
아스문드 S. 래어달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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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잣대

다음의 “성과표”는 래어달의 두 축인 래어달 메디컬과 래어달 글로벌 헬쓰가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사명을 추구해 왔는가를 시각화 시킨 것입니다.

재정적 성과 사명 달성
 

기타 요인

경영 성과 소생 기간 브랜드 자산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laerdal.com/references를 참조하세요.

래어달 메티컬

래어달 글로벌 헬쓰

본 성과표는 래어달 직원 3명이 포함된 
래어달 이사회에서 매년 평가합니다.

판매 인명 소생 직원동기부여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히,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들의 경우, 인명소생활동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한 기회들도 많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급성 사망의 주요 원인들에 대한 상대적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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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수익국가

고수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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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국가

중저수익국가

고수익국가

중저수익국가

백만 2백만

호흡정지

외상

환자안전

익사 질식 출산질식 사산

교통사고 추락사 기타

기타

전쟁, 지뢰, 재난

병원내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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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협조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생술 실천 구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병원 전 심정지 소생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심정지 조사는 2003년에 시
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덴마크 기금인 트릭폰덴의 후원으
로 심폐소생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000여대
의 AED가 지역사회에 보급되었고,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의 
지역 사회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5개 EMS 시스템의 주요 대
표자들은 2017년 가을, 국립 소생술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후속 조치를 결
의한 바 있으며, 2018년 5월에 다시 모여서 그 동안의 진전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전된 사항은 해당 지역에서 심근 경색에 대응할 수 있는 심
폐소생술 및 AED 사용 교육을 받은 자원 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HeartRunner앱을 도입한 것으로, 시행 후 첫 2개월 만에 16,000명
의 시민이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심장 정지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
는 순간, 상황요원은 즉시 호출자의 위치로부터 300미터 내에 있는 모든 
HeartRunner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응답 가능한 HeartRunner가 앱 상에 
표시되며 휴대폰의 지도에 정확한 주소와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때, 상황요원은 버튼을 눌러서 30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모든 AED에 대한 
정보를 구조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코펜하겐 지역에는 5천대의 AED가 등록되어 있고, 신
고자의 위치에서 이동거리 180초 이내에 설치된 AED
의 위치가 전송되어 자동으로 응급 출동 센터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중간 모니터의 빨간 점들).

덴마크의 HeartRunner앱과 유사한 앱들
이 싱가포르, 스톡홀름, 고텐부르크 그리
고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도 소개되고 있
습니다.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의 발전에는 기술력이 접목된 피드백
을 활용하는 질적인 향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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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매년 약 3만 건의 병원 밖 심폐소생술이 시도되고 환자의 10% 
미만이 생존하는데, 이는 인구 백만 명당 50명만이 생존하는 것에 해당하
는 수치입니다. 2014년, 영국의 선도적인 심혈관 연구 독립 기금인 영국 
심장 재단(BHF)은 국립 인명구조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 5
백만 명의 국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소생 의회, 앰뷸런스 트러스트, 지역 사회 
단체, 학교 그리고 래어달 및 기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BHF
는 2017년에만 120만 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3백만 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시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수치는 영국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등교육기관의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런던 교외, 루이셤의 프렌더개스트 학교 학생인 사라의 아버지
는 2016년 5월 29일,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
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사라는 999에 신고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귀와 어깨 사이
에 전화기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팔이 아파오고, 땀이 났
지만, 그녀는 계속 “아빠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라며, 
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를 진정시키며, 인공호흡
도 부탁했습니다. 

10여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무렵 구급 대원들
이 도착해서 상황 수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날(Restart a Heart Day)

사라의 이야기는 유럽 소생 협의회가 시작하여 매
년 10월 열리는 심장이 다시 뛰는 날 행사에서 영
국심장재단(BHF)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017년 행
사가 있던 날 심폐소생술을 받은 젊은이들은 영국
에서만 무려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사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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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장 정지의 약 70%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집 안
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 심폐소생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
유는 교육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만이 심정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폐소생
술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전화를 
통한 전문적인 도움, 이른바 전화 지도 심폐소생술(T-CPR)이 가장 좋은 전
략입니다. T-CPR은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애리조나, 스웨덴, 노르웨이의 목격자 심폐소
생술 비율은 현재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한국 및 덴마크에서
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T-CPR은 이 중 2/3 정도의 경우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상황요원과 신고자간의 “최초 소생술 팀”이 한국에서의 성공 열쇠입니다.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 구급차 도착 전 상황요원의 지시로 시작되는 심
폐소생술 실시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래어달은 2013년부터 상황
요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및 서울특별
시와 공동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심폐소생
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HEROS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
을 통해 목격자는 상황요원과 협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도 상
황요원들의 T-CPR 훈련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DARE 프로그램을 통해 일
반인들에게 T-CPR 연계 훈련을 도입했고, 최근의 연례 보고에 의하면, 지
역 사회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이 크게 진전하였고, 생존자 수는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급성 심장정지에 대한 부담이 있지
만, 대부분 구급차 도착 전에 CPR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인도와 중국의 HeartRescue나 EMS 
아시아 협회의 결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래어달은 아시아 전역의 
병원 밖 심정지 소생율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는 Pan-Asian Resuscita-
tion Outcomes Study(PAR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함께 생명 구하기”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전국 캠페인에
도 영감을 주었고, 병원 밖 심정지 소생율을 인구 백만 명 당 50명에서 90
명, 20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소생 팀에 
의한 CPR의 품질을 최적화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
은 진정한 의미의 최초 반응자
이며 심정지 생존 사슬에서 핵

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심장 협회의 T-CPR 권고

신고자와 상황요원의 역할 분담이 CPR 교
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초 소생술 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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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스타인의 평소와는 다른 소리에 베릿은 잠
에서 깨어나고, 남편을 깨우려고 하지만, 응답이 
없자 두려움을 느낀 베릿은 뭔가 잘못되어간다
고 직감하고 응급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
해 전화를 겁니다.
“의식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나요?” 
이러한 주요 질문을 통해 스타인이 받아야 될 도
움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베릿은 CPR
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18살된 아들 손드르를 
깨우게 됩니다. 손드르는 최근 CPR 교육을 받은 
바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상황을 수습하기 
전까지 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CPR을 실시
합니다. 현재 스타인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마라
톤도 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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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사례
심정지 생존율 향상

 1. 심정지 조사

 2. CPR 빈도를 높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화 지도 CPR

 3. 고품질 EMS CPR

 4. 신속한 출동

 5. CPR 실행 데이터

 6. 최초 반응자 AED  프로그램

 7. CPR과 공공 제세동(PAD)을 확장시킬  

  수 있는 스마트 기술

 8.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CPR/AED 

  교육

 9. 책임

 10.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목표로 실천

최고의 응급의료체계 경험 전파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병원 밖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3%에서 16%에 이
릅니다. 의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소생술 지침이 이제는 보편적이기 때문
에 이러한 생존율의 차이는 교육의 질적인 차이와 성공사례 구축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Resuscitation Academy는 2008년 시애틀 킹 카운티에서 미국 응급의료
서비스(EMS) 체계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기 시
작했고, 이제는 독립적인 교육 재단이 되었으며, 대략 1,000명에 달하는 
EMS 지도자들이 Resuscitation Program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러
한 획기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계획들이 실행되었고, 그 영향
력을 심화시키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세계소생연합(Global Resuscitation Alliance)
 2015년 6월 노르웨이의 스타뱅거 근처에 있는 웉스타인 사원에 전 세 
 계 36명의 EMS 지도자들이 모여, 모범적인 EMS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컨소시엄인 “세계소생연합” 
 의 설립을 천명하였고, 이후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호주, 노르웨 
 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
 니다

• Resuscitation Academy 재단, 미국 심장 협회(AHA), 래어달 연합
 이 연합은 일괄 방식의 EMS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 
 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평가, 상황 
 요원 CPR 교육, 개인의 소생 술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RQI 
 (Resuscitation Quality Improvement), 그리고 팀을 위한 고품질 CPR 
 이 포함됩니다. 2018년 1분기 내에 모두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 
 되는데, 3개가 미국에서 그리고 2개는 다른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 Global Resuscitation Alliance,
 저-중소득 국가로 전파
 수년 동안 급성심장사(SCD)는 고소득 국가의 생활 환경과 연관된 것으 
 로 여겼었고, 이들 국가에서는 약 백만 건 가량의 급성심장사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도 연간 최소 250만 명의 급성심장사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심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해 2017년 8월 싱가포르에서는 개선된 EMS 체계를 통해 생존율
 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 후속 회의들이 이제 동남아
 시아, 중국과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사
람의 생명이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미키 아이젠버그 
Resuscitation Academy  

재단의 설립자 겸 대표

*Global Resuscitation Alliance
 http://www.globalresuscitationalliance.org/ten-pro-

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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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의 급격한 증가

그래프*는 2006년부터 2014-16년간 전 세계 주요 지역
의 EMS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는 시애틀, 덴마크 및 서울
에서의 병원 밖 심정지 생존율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개의 
시스템은 모두 세계소생연합(GRA)의 창립 멤버이며, 생
존율 향상을 위한 최고의 EMS 모범 사례를 도입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의 결과는 인상적이어서, 서울의 경우 생존율
은 거의 두 배가 증가했고, 덴마크에서는 10년 동안 세 
배가 증가했습니다. 점선은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0
년까지 생존 수치가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
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EMS 시스템에서 심
정지에 대한 평균 생존율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 즉 인
구 백 만 명 당 약 50명 정도입니다. 이러한 EMS 시스
템이 세계소생연합(GRA)의 10가지 모범 단계를 채택한
다고 가정한다면 생존율은 50%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75명/m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소생연합(GRA)
이 설정한 목표이며, 1년에 35,000명이 추가로 생존하
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82%가 살고 있는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
의 상황은 극히 다릅니다.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
러한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응급출동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구급차는 (설사 있더라도) 보통 너무 늦게 
도착하는데다 인력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비 
또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현재 생존율은 1/m 수
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 사례를 구축할 경우, 
2020년까지 생존율을 1에서 6/m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매년 35,000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laerdal.com/references를 참조하세요.

Quality Dispatcher
Assisted CPR

Early recognition
and call for help

Quality 
Pro CPR

Quality Post
Resuscitation Care

리더십

품질 향상

교육

생존의 프레임

“생존 사슬”은 30년 동안 심정지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주요 활동에 집중시켜왔던 개념입니다. 이제는 이러
한 연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 체계적인 재교육 그리
고 품질 향상 시스템이라는 틀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사항들이 우
수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생존의 프레임”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심정지 조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프레임의 효과적인 실천으로 시애틀의 킹 카운티, 덴마크  
그리고 한국에서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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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어달은 2006년부터 심폐소생술 및 응
급 심장 처치 교육 개발 분야에서 AHA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였습니다.

RQI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5년까지 미
국 병원의 90%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
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AHA에서 나온 가장 흥미 진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일 것이고, 향후 10

년 동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낸시 브라운

미국 심장 협회 CEO

의료 품질의 혁명
병원 내 심정지로부터 두 배의 생존율

수십 년 동안 의료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1, 2년에 한 번 꼴로 기본 및 전
문 인명 소생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연구자들은 실
습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소생술 술기가 급속히 저하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래어달은 이러한 중요한 소생 술기
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국 심장 협회(AHA)와 협력하여 소생 품질 
개선(RQI)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3개월
마다 조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강사 없이도 술기를 실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품질, 규정이행,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생존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조기에 구축한 달라스의 
텍사스 병원에서는 첫해에 생존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AHA는 RQI를 전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병원 당 연간 10명의 생명을 추가
로 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5,400개 응급의료병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래어달과 AHA는 RQI의 일괄 구축을 통해 미국 내 병원
에서만 연간 5만 명의 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
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약 300여개 병원에서 30만 명이 넘는 학
습자가 RQ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 지도와 인증 모두에 대한 중요한 피
드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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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dose, High-Frequency 재교육*

이 교육 방법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위해 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습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따
라서 환자 관리도 개선시키고, 투자도 좋은,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부실한 CPR은 예방 가능한 
피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013년 AHA의 고품질 CPR 합의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laerdal.com/references를 참조하세요.

0  1 2 3 4 

최초 실습

2년에 한번씩 하는 기존의 교육으로는 
술기력이 저하됨

년

숙
련

도

조금씩 자주 배움으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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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의 향상

2015년 미국 연방간호위원회(NCSBN)는 간호 커리큘럼에서 임상 실습의 
50%를 양질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간호대학의 96%가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모범적인 실습 지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NLN과 래어달은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솔
루션(SESN)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SESN은 미국 전역의 
100개가 넘는 학교에 구축되었고,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비한 간호사 준비

대부분의 병원에는 신입 간호사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
하면 신규 간호사의 75%가 투약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호사들은 준비도 제대로 못해보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 둘 
가능성이 있게 되고, 실제로 신규 간호사의 34%는 2년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교체하는 비용은 상당하고, 환자 안전은 이
러한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NLN과 래어달은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대1 대응 교육, e-시뮬레이션, 팀 중심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등을 활용하는 혼합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실습 데이터는 분석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집계되며,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은 신규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시작하기 전에 역량을 갖추고 준비가 된 상태인지를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범 사례
심정지 생존율 향상

 1. 디브리핑 활성화

 2. 현장(in-situ) 재교육

 3. 실습 분산

 4. 통합 커리큘럼

 5. 임상적 다양성

 6. 난이도의 범위

 7. 개인별 학습

 8. 다중 학습 전략

 9. 정의된 결과

 10. 검증된 시뮬레이터

*보건 전문가 교육을 위한 기술 향상 시뮬레이션. 체계적
인 검토 및 메타 분석

JAMA 2011, Vol 9, 978-88

중국과 인도의 
간호 교육 강화 지원

2017년, 중국 교육부는 NLN과 협력하여 
수백 개의 간호대학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다개년 계획을 개
발했습니다. 인도의 간호협회와 보건부 역
시 이와 비슷한 계획들을 논의 중입니다. 
국제간호연맹과 국제조산사연맹은 2017
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기
회에 대한 전문가 패널 프레젠테이션을 
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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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을 거쳐 새로 현장에 투입된 애슐리 반 
데르 지 옴스비(RN, BSN)는 어느 날 저녁 늦게 
자신이 받아왔던 시뮬레이션 교육만으로는 환자
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 수술 직후 
환자는 폐 색전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심정지 상
태가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워싱톤 주립 대학 어린이 병원에서 받
았던 시뮬레이션 교육이 떠올랐고, 이후 코드팀
을 호출하고 리드를 잡아서 30분 동안 CPR 실시
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애슐리 이야기

Photo: Washingto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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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R 시뮬레이션 센터

SAFER는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 파트너 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뱅거 대학 병원, 스타뱅거 대학 그리고 래어달이2006년
에 설립하였습니다. 250명 이상의 강사들이 간호대와 의대생, 그리고 병원과 기관의 모든 부서 직원들을 위한 5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SAFER에는 14,000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등록하였고, 그 중 1/3은 병원에서 현장 시뮬레이션에 참
여하기도 했습니다. SAFER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센터들 중의 하나입니다.

환자 안전 

1999년 미국의학연구소의 보고서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다(To Err is 
Human)” 이후, 환자 안전, 즉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초
기 교육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들은 최근 의학적 오류로 인해 미
국 병원에서 연간 2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 숫자는 2백만에서 4백만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적 오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동
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훈련과 반복 실습
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잣대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속
적인 보수 교육과 의료 종사자들의 역량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팀 간
의 상호 작용과 의사 소통을 향상시켜서 “전문가들의 팀을 전문팀”으로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 실습 모아 시뮬레이션 응급 & 외상 처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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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운동

환자 안전 운동(PSM)은 2020년까지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제로로 
만든다는 사명을 갖고 2012년 시작되었습니다.

PSM은 신생아 안전, 최적의 소생술, 기도 안전 및 산과 안전을 포함하여 
15개의 실행 가능한 환자안전 솔루션(APSS)을 구축했습니다.

3,500개 이상의 병원-이 중 40%는 미국 이외 지역-이 2018년 의료 사고
로 인한 사망자 15만 명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러한 APSS에 전념했
습니다. 여기에는 래어달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18
년에 25,000명의 인명 소생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며, 미국 심장 협
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RQI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의 추가 인명을 소생
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수술과 마취

랜싯(Lancet) 세계 외과 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
하는 5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술과 마취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래어달은 마취과 학회 세계 연맹(WFSA)의 글로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9월, 래어달 재단은 WFSA에 탄자니
아, 방글라데시, 네팔 및 잠비아 등 4개 국가에서 2년 동안 안전한 마취 교
육(SAF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금을 수여했습니다.

WFSA는 다른 기관들, 특히 영국 왕립 마취과 학회와 같은 다양한 전국단
위 학회 및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Every Life 캠페인

2017년 래어달은 Every Life 캠페인을 시작하였
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
반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료 기관들의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사업에 동참했
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
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이야기들이 제출될 때
마다 래어달은 국립환자안전재단에 기부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커트니 린들리, 시뮬레이션  코디네이터
애틀란타 아동 병원(오른쪽)
노라 콜맨, 중환자실 펠로우 - 애틀랜타 아동 병
원(왼쪽)

병원 내 뇌졸중 치료 최적화

뇌졸중 환자의 경우 door-to-needle 시간이 결
정적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15분 줄이는 것은 장
애없이 사는 삶의 시간이 1달 늘어나는 것과 같
습니다. 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스타뱅거 대학 병원은 의사소통, 진단, 환자 이
동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다직역간 팀 훈련을 매
주 실시했습니다. 구급차에서부터 심혈관 조영실
에 이르기까지 전체 환자 경로를 시뮬레이션 합
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door-to-needle 시간을 
29분에서 14분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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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Mothers and Babies Survive

래어달은 2010년 래어달 글로벌 헬쓰를 설립한 이후로 Helping Babies 
Breathe(HBB) 활동의 일원이었습니다. 탄자니아, 네팔, 우간다, 가나의 연
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초기 신생아 사망률을 50%, 사산율을 25% 감
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HBB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제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 명의 아기 생명을 구할 가능성
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HBB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미국 소아과 학회(AAP)는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3가지 더 개발하게 되었고, 존스홉킨스 대학
은 산하기관인 Jhpiego의 산모 소생 프로그램 4가지를 추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매년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산모 약 30만 명
의 3/4 이상, 그리고 신생아 3백만 명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근거 중심의 지침보다 
훨씬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픈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노력과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 절실합니다.

 모범 사례
Helping Babies Survive와 Helping Mothers 

Survive 프로그램 구축*

 1. 보건부의 참여 확보

 2. 기획, 교육과 모니터링을 위한 실무 그룹  

  결성

 3.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사전, 사후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안 개발

 4. 교육 시 학습 자료와 장비 제공

 5. 지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파악  

  및 지원

 6. Low-dose, high-frequency 재교육 구축

 7. 기관 차원의 품질 개선 팀 구축

 8. 업무 수행 모니터링

 9. 보고와 피드백을 위한 시스템 구축

 10. 의료 종사자, 가족 그리고 폭넓은 지역 사 

  회 참여

*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
journal.pone.1017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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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래어달은 미국소아과학회
(AAP)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생아 소생술
과 소아 기본 및 전문 소생 프로그램을 위
한 교육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
그램은 130개국에서 4백만 명이 넘는 의
료종사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
대를 통해 신생아 소생 프로그램(NRP)과 
e-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러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었습니다(SimBaby, 
SimNewB, Premature Anne).

제이피에고(Jhpiego)는 미국 볼티모어주 
존스홉킨스 대학의 산하 기관으로 비영
리 보건 기구이며, 여성과 그 가족의 불필
요한 사망을 막기 위해 저-중간소득 국가 
150곳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래어
달은Jhpiego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Helping Mothers Survivor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60개국 이상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문화 적응형
이면서도 매우 경제적인 출산 시뮬레이터
를 개발했습니다.

래어달 글로벌 헬쓰는 2012년 USAID가 
추진한 연대의 창립멤버로, 민간부문 비
영리 파트너로서 전문의료협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대는 산모, 신생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건강 상태를 향상
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
과 협력해서 Helping Babies Breathe와 
Helping Mothers Survive 교육 프로그램
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생존과 번영(Survive & Thrive)은 미국 소아과, 산부인과 및 조산사 단
체, 그리고 민간 부문인 세이브더칠드런, 제이피에고(Jhpiego), USAID 
및 기타 기관들을 아우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훈
련, 품질 향상 접근법, 효과적인 기술, 그리고 평가를 통해 모성, 신생아 및 
아동 보건(MNCH)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및 국내 전문 단체 및 
전세계 보건 학자들과 협력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또한 보건 시설에서의 
MNCH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필요
에 따라 동원하고 있습니다.

Helping Babies Survive(HBS)는 AAP가 개발하고 최신 WHO 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실습 교육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신생아 사망률 및 이환율
의 주요 원인들을 다루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Helping Babies Breathe, 
Essential Care for Every Baby, Essential Care for Small Babies.

Helping Mothers Survive (HMS) 는 제이피에고(Jhpiego)가 개발하고 
조산사,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의 국제단체, 그리고 유엔 인구 기금과 
같은 세계 전문기구가 승인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모듈 모음입니다. 이 
모듈에는 출산후 출혈에 대비한 산후 출혈의 예방과 관리, 자간전증과 자
간증에 대비한 임상적 결정과 신속한 치료, 조산 위험에 대비한 출산 전 부
신피질 호르몬을 사용한 조기 출산 준비와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2천 5백만 명의 안전한 출생

Helping Babies Survive와 Helping Mothers Survive 프로그램은 주로 
저-중소득 국가의 보건소 등에 소속된 50만 명 이상의 조산사들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 조산사들이 일인당 연간 평균 50건의 분만을 맡는다고 가
정하면, 이는 매년 2,500만 명이 안전하게 출생하도록 기여하는 셈이 됩
니다. 래어달은 초기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으로 외딴 지방의 의
료기관에서 이들이 수시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제공했
습니다.

HBB 프로그램은 매년 약 50만 아기의 생
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 명의 산모와 3백만 명의아기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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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제품 패키지

래어달은 Helping Babies Survive와 Helping Mothers Survive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련의 매우 경제적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또한 고수익 국가에서의 low-dose, high-frequency 
교육의 활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습용 제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하여 의료 종사자들은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의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re-eclampsia & Eclampsia 
training program addresse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maternal 
mortality globally.

자간전증과 자간증은 산모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절박 조산의 경우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를 확인하고 출산 이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정상 및 장기 진통의 경우에는 정상
분만으로 시작한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출산 전 관리 진통 관리

MamaBirthie MamaNatalie BabyBirt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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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Babies Breathe 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출산 직후 첫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생아 
소생의 첫 번째 단계를 알려 줍니다

출생 후 출혈은 출산 후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을 줄이기 위해 분만의 3번째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조기 
발견 및 기본 관리 등을 가르칩니다.

Essential Care for Every Baby 와 
Essential Care for Small Babies 
프로그램은 출생부터 의료 시설에서 
퇴원하기까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신생아 관리 방법을 가르칩니다.

출산 출산 후 관리 신생아 관리 

NeoNatalie, Upright bag-mask 
and Penguin suction

MamaNatalie PremieeNatalie 
and Nifty feeding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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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소생까지

교육에서부터 임상 결과까지의 과정은 특히 해당 지역의 책임소재와 low-
dose high-frequency에 기반한 보수교육을 통한 초기 교육의 후속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탄자니아 농촌 지역에 있는 하이돔 병원에서 진행한 Safer Births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6년 동안 3만 건 이상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의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출생 
시 처치를 향상시키면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필요에 맞게 4가지 혁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유아 사망자 
수는 2014년 181명에서 2015년에는 9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이돔에서의 Helping Babies Breathe(HBB)와 Safer Births 프로그램의 
조합을 통해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120명의 신생아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산사 1명 당 1년에 1명의 생명을 더 살린 것입니다.*

“Safer Births Bundle” 은 Safer Births 프
로젝트를 위해서 개발되었고, Moyo 태아 심
박수 모니터, NeoBeat 신생아 심박 측정기,
핍 밸브가 있는 직립형 수동식인공호흡기, 조
절 가능한 폐 순응도와심박수 기능이 있는
고급형 NeoNatalie 신생아 모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laerdal.com/references를 참조하세요.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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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edays를 10,000명에서  50,000명으로

2014년 래어달은 국제 조산사 연맹(ICM)과의 협력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시범 국가인 말라위와 잠비아에서 Helping Babies Breathe와 Helping 
Mothers Survive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10,000 Happy Birthday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2개의 전국단위 조산협회의 
모든 간호사와 간호대학에 도입되었으며, 10,000명의 조산사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Jhpiego와 AAP가 우간다에 도입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신생아 사망률과 출산 후 출혈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보여줍니다.

2017년 ICM은 시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발리에서 예정된 ICM 세계 총회에서 “50,000 Happy Birthdays” 캠페인 
결과 발표를 목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추가국가 제안을 천명했고,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가 이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서 말라위와 
잠비아에 합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필수 인명 소생 제품의 규모 확대

Helping Babies Breathe 프로그램은 국제 비영리 조직인 PATH의 
보고서에서 권장되는 10가지 획기적인 혁신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초까지 500,000개 이상의 펭귄형 흡인기, 250,000
개의 수동식인공호흡기, 그리고 125,000개의 NeoNatalie 신생아 
시뮬레이터가 보급되었습니다.

2020 가족 계획

 임산부와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고 출산과 성 건강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출산 간에 2년의 시간을 두면 산모 사망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신생아의 사망률도 10% 감소합니다.
인도는 4천8백만 명의 신규 이용자들에게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
년까지 백만 명의 유아 사망과 42,000명의 산모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2020 가족 계획”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도 보건부의 요청과 긴밀한 
협조로 래어달은 광범위한 자궁 내 피임 장치 삽입을 위한 경제적이면서도 
휴대가 편리한 모듈식 교육 솔루션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제품은 2017년 
6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출산 후 자궁 내 피임 장치 삽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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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 
래어달은 자체 연구 외에도 1980년 오슬로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 래어
달 응급의료재단 기부를 통해 의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은 1,800여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스타뱅거 외곽 지역에 위치한 웉스타인 사원에서 개최된 25 차
례의 전문가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응급의학과 교육의 다양한 측면
에 대한 평가와 보고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최근의 회의에서
는 병원 전 소생 프로그램의 모범사례 구축과 Helping Babies Breathe, 그
리고 Helping Mothers Survive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의 유효성을 보다 잘 검증하고, 응급 상
황에서 상황요원이 신고자를 지원하는 노르웨이 의료 지침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선정한 8개의 우수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재단은 총4천만크로네(미화 670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했으
며, 향후에는 전체 기금의 50%를 저자원 국가들의 신생아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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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Sur vival from Out-of-Hospital 

A Call to Establish 
a Global Resuscitation 

Alliance

지금까지 모두 25차례의 전문가 회의가 웉스타
인 사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에 개최
된 두 차례 회의에서는 급성 심정지와 Helping
Babies and Mothers Survive와 관련된 프로그
램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를 10가지 단계로 체
계화하여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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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요구와 기회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2030년까지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로의 공동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래어달은 SDG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의료 전문가, 일차 반응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에 중점을 둔 SDG3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과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SDG4(양질의 교육), SDG9(혁신), 
그리고 SDG17(파트너십) 또한 우리의 사명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래어달은 수많은 파트너와 사용자 그룹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솔루션이 실질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전 세계 곳곳에서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래어달은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그리고 반부패 
분야의 10가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에서 선택한 
내용들

3.1: 2030년까지 전세계 산모 사망률을 
출산 10만 명 당 70명 이하로 낮춘다.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 어
린이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신생아 사망률을 출
생 1,000명당 12명, 5세 미만 어린이는 출
생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이른둥이의 사망률
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복
지를 증진시킴.

3.6: 2020년까지 도로 교통 사고로 인
한 전세계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절반으
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 계획과 정보 및 교
육제공, 그리고 건강한 출산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통합시켜, 출산
과 성 건강 관리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c: 개발 도상국, 특히 가장 개발이 늦은 
국가들과 소규모 도서 개발국들은 의료 
인력에 대한 보건 예산, 채용, 개발, 훈련
과 유지 등을 충분히 증가시킨다.

유엔은 SDG3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의 진전 상황을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발
표했습니다.  자료는 sustainabledevel-
opment.un.org/sdg3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SDG4가 추구하는 목표는 
관련 직업 기술을 갖춘 
성인 수를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은 SDG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래어달식 
접근 방법의 초석입니다.

SDG17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DG9는 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래어달은 인명소생활동과 
사업 잠재력에 
부합하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고객 중심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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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주요 인명소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의료 및 교육계의 동향을 나타냅니다. 래어달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를 
위한 증강/가상 현실; 피드백 과 학습 관리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캡처;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관리를 예측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제조 과정에는 자동화, 디지털화, 3D 인쇄, 그리고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고객 자원 관리 및 비즈니스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래어달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최적의 
요구 기반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및 사용자들과 협력하는 팀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계의 동향

환자 안전 중심
치료의 품질 향상

인구 고령화
개인 건강정보 조회

분권화 시스템
의료 종사자 부족

원가의 절감

교육계 동향

1대1 대응 학습
자기 주도 학습

신속한 피드백 절차
시의적절한 재교육
모바일/원격 학습

적응형 학습
 측정 가능한 솔루션

인명 소생의 기회

파트너십 구축
임팩트 중심의 사업 모델

지속적인 학습 플랫폼
통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임상 준비의 가속화

원격 진료 지도
개선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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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명감에 의한 채용

래어달 직원들의 회사 미션에 대한 이해, 전략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왼쪽에 설명된 연구 내용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강력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미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진 사람들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회사의 미션은 직원 복지와 업무에 영향을 주는 동기 
부여의 원천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션의 완수와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 진정한 “윈-윈”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명감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래어달 리더십의 책임임도 강조합니다.

성과 관리

래어달의 성과 관리 과정은 업무와 책임 분야, 우선순위, 목표 및 역량 
개발에 대한 관리자와 직원 간의 정기적인 대화입니다. 2017년에는 
성과, 역량 개발 및 학습이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관리자와 
직원을 위한 프로세스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목표는 자기 계발을 
위한 개별적인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내부 인재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직원 동기 부여

래어달은 가치, 리더십, 전략적 이해, 그리고 사업 조정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매년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7년에는 직원의 84%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기업 전략을 이해하고 회사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된 미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스티븐 W. 휘
팅과 노르웨이 경제 대학교의 알렉산더 
M. 샌드빅 등 두 명의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래어달의 미션이 
잘 내재되어 있고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각의 직원들에게 주는 영향: 
이 연구는 래어달의 미션에 대해 직원이 
신뢰하고 의미를 찾는 정도가 자신이 보
고한 직무 만족도나 상사가 보고한 실적
과 크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더들에게 주는 영향: 
리더들이 미션을 기반으로 동기를 부여하
는 것과 더 나아가 일반 직원들이 고객과 
팀원을 먼저 염두에 둔다고 말하는 것 사
이에는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고객들에게 주는 영향: 
래어달 고객의 설문 조사 보고서를 수집하
고 해당 고객과 교류를 잘 하는 영업 사원
들의 설문조사와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
과 친사회적 동기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영업사원이 친사회적 동기가 낮은 영업사
원 보다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
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년 직원 설문 조사의 몇 가지 질문 
사례. 1-100의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

내 업무가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88%

85%
나는 우리가 500,000명의 인명소생을 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
니다.

87% 래어달의 미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의
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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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500명의 직원들 중  여성 비율

나는 래어달 행동 규범의 핵심 요소를 이
해합니다.

46%

88%

36%

86%

85%

 전 세계 243명의 리더급 직원들 중 여
성 비율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직
면했을 때 래어달의 가치를 적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직장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의 성별 균형

래어달의 인재풀을 넓히고 사용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인력의 성별 균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1,500명의 직원 중 46%가 여성입니다. 리더십 역할에서는 36%가 
여성이므로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력의 다양성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4개국에서 
활동하는 래어달 직원들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40개 국적을 가진 4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어달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적 인식을 높이고, 서로 
다름에 대한 감각을 높이며, 보다 광범위한 역량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급업체의 다양성

중국 수쩌우에 위치한 래어달 제조 공장은 현지 제조업체인 루오린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생산직 직원 모두가 청각, 시각, 또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들입니다. 루오린 측은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자선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훌륭한 사업 결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윤리적 규범
래어달은 자체 행동 규범에 따라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들과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행동 규범에서 

정한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싸움

2016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중국의 부패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래어달은 계약조건들을 개선하고, 
직원과 매니저들에 대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 제보

투명한 사회는 괴롭힘과 부패가 없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래어달의 내부 웹사이트에서는 호루라기 제도를 제공하여 근무 환경이 
래어달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보하도록 중요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  마케팅 리더들

2017년 직원 설문 조사의 몇 가지 질문 사
례. 1-100의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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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래어달은 내부적으로, 또한 공급 업체에 공히 글로벌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래어달 행동 
규범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회사의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부터 물류, 제조, 그리고 출장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이 10%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순 매출이 25% 증가한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공급부서에서 항공 화물 의존도를 줄이면서 제조 현장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수년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희망했던 개선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감축할 수 있는 기회와 대안을 검토하여 다음 2020년까지는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의 프로젝트와 계획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환경에 대한 래어달 행동 규범

사업과 산업의 정책과 운영은 천연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는데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래어달은 전체 제조와 물류망 그리고 
네트워크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래어달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환경 
친화성 소재와 제조 공정을 활용합니다.

출장으로 인한 배출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출장과 
관련한 배출가스 문제입니다. 래어달은 
여러 나라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친밀감 유지나 문화적인 
사항들로 인해 24개국에 퍼져있는 외부 
파트너나 관계자들과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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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투자

환경 소음 현상을 줄이기 위해 래어달은 
텍사스 주 게이츠 빌에 있는 미국 공장에 
2018년, 태양열 솔루션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82kW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 공장 옥상에 설치될 것이고, 
운용을 시작할 경우 연간 약 400Mwh
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며,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을 상쇄할 것입니다.

래어달과 GRI 표준

아래 표에는 GRI 표준에 따른 
글로벌콤팩트 원칙과 관련 성과지표에 
대한 페이지들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지표와 지표의 범위는 모두 래어달의 
지속가능 성과에 대한 중요성에 기초하여 
선택되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2016/17년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물류 허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화물 운송 
이용이 잦아지면서 래어달의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항공화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 상하이에 새로운 지역 물류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결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 폐기물

오랜 기간 동안,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래어달은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 의료제품 개발의 유혹을 물리쳐왔습니다. 대신 
재사용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 동안 코펜하겐과 스타뱅거에서 담당하던 
디지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자는 취지로 래어달 방갈로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 폐기물은 20% 감소했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디자인 자체를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원칙 1과 2, 인권

원칙 3-6, 노동

원칙 7-9, 환경

원칙 10, 반부패

GRI 표준

412-2, 28쪽
412-3, 28,29쪽
413-1, 26쪽

102-8, 28,29쪽
202-2, 29쪽
404-3, 28쪽

305-1, 30쪽
305-2, 30쪽
305-3, 30쪽
305-5, 30,31쪽

102-16, 29쪽
102-17, 29쪽
205-2, 28,29쪽



래어달에 근무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출생하면서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외상이나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지 않

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응급 상황과 중환자 

처치에 필요한 고품질의 교육과 치료 분야에 사용됩니다.

www.laerdal.comwww.laerdalglobalhealt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