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민선언은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람 중심의 전인적 접근을 위해 전통의학, 보완의학, 

생의학계의 존중에 바탕을 둔 협력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료는 전인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 참여하며, 개인의 선택과 문화적 

다양성, 임상 경험과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용 가능한 최상의 연구 정보를 통합합니다. 

전통, 보완, 통합의료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은 세계 시민의 건강권에 속합니다.  

전통, 보완, 통합의료를 위한 시민 선언 
정의 

전통, 보완, 통합의료(TCIH)는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전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통의학, 보완의학, 생의학계 의료인들이 존중하며 협력하는 의료입니다. 

 

발기인 

우리는 전통, 보완, 통합의료(TCIH)의 발전과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통, 

보완, 통합의료(TCIH) 사용자 및 의료인으로 구성된 세계커뮤니티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의료 

• 몸, 마음, 정신, 영성을 포함하는 전인에 촛점을 맞추는 의료  

• 환자를 중심에 두고, 자가 치유,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의료 

•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 참여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료 

• 임상 경험과 환자 가치를 이용 가능한 최상의 연구 정보와 통합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는 의료 

•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의 차이를 존중하는 의료 

• 지역공동체와 지구공동체의 건강에도 꼭 필요한 의료 

• 지구의 건강을 존중하는 천연 및 지속 가능한 자원을 쓰는 의료  

• 전통의학, 보완의학, 생의학 지식을 상보협력으로 통합하는 의료 

 
 

우리는 현대의학/생의학의 이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와 한계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 생의학의 불충분한 치료법, 특히 만성/비전염성 질병 

• 생의학치료의 빈번한 부작용 및 항균제 내성 증가,  

• 증가된 전문화 및 질병 기반 모델의 한계로 인한 치료의 단편화 

 
우리는 전통, 보완, 통합의료를 의료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나라들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 전통, 보완, 통합의료를 방해, 제한 또는 과소평가하는 나라들 

• 전통, 보완, 통합의료에 대해 모른채 보도하거나 왜곡보도하는 매체 

• 전통, 보완, 통합의료 연구에 대한 공공지원 부족 

• 전통, 보완, 통합의료가 규제없이 방기되고 있거나, 제한될 때의 위험 

 

행동 촉구 
모든 나라들 

• 모두를 위한 건강권의 일부로 전통, 보완, 통합의료에 접근 완전 보장. 
• 국가 보건 시 스템에 전통, 보완, 통합의료를 포함. 
• 국제 교육기준과 해당 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전통, 보완, 통합의료인증 제공. 
• 전통, 보완, 통합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및 안전성 확보 통로. 
• 전통, 보완, 통합의료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에게 배포. 
 
헬스 케어 전문가 

•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전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의료인들간의 존중하는 
협력을 권장합니다.   

 
모든 미디어 출판물 

전통, 보완, 통합의료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