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지학 의학 협력 기구 (IKAM)
치유오이리트미 포룸은 의학 분과의 국제 인지학 의
학 협력 (IKAM) 전문분야입니다.
IKAM 의 과제는 전 세계의 인지학 의학 운동의 현
재와 발전요구를 위한 공동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
입니다. 인지학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이니
셔티브의 계획, 과정/지도, 후원과 결과에 대한 검
토를 통합적인 의학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발의하
고 약속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치유 오이리트미 포룸안에서는 전세계의
치유 오이리트미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인원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며 치유 오이리트미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의 보건 시스템 내에 치
유오이리트미가 포함되기 위한 준비와 발전을 위한
인지학-의학 운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망은 치유 오이리트미를 책임 있게 실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연결망에는 개
인 치유 현장, 치유 오이리트미 직업연맹 그리고 치
유 오이리트미 교육과정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는 이 포룸에 40 여개 국가의 치유 오이리트미
대표, 이니셔티브 대표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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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학을 위한 자유 대학의 11개의 분과중의 하
나인 의학분과입니다.

만남?
우리는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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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활동은...

우리의 조직은...

국제적인 치유 오이리트미 포룸에 속한 치유 오이리
트미 활동가들은 서로의 활동의 경험을 교환하여 교
육과정의 질적인 방침을 정하고 공식적인 질문을 세
우고 내용적으로 재교육과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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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xisfelder

기획은 기획팀에 속한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체 연결망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중요한
발전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기록, 연구, 자유대학 활동, 치아-치유 오이리트미,
눈-치유 오이리트미,

Landesvertreter

그 외의 활동분야

Berufsverbände

포룸의 활동의 재정은 또한 모든 치유 오이리트미 활
동가들의 공동협력의 회비와 폰드/후원금을 통해 이
루어집니다.

(Vertretung
aller Arbeitsbereiche)

개인 치유 현장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사회치유, 요양소, 자유현장
과제: 전문분야의 확대교육과정과 전문분야 활동가들
간의 교환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

Koordinationsteam

조직과 재정은 연결망의 모든 활동가들 위한 것이고
의학 분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지학 예술과 오이리트미 테라피 국제 연맹(IFAAET)“에서는 치유 오이리트미와 예술치료가 함께 연맹
으로 활동한다.

Ausbildung

매년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각 나라의 현재 직
업 현장의 활동의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뉴스레터
는 www.heileurythmie-medsektion.net/de/Journa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직업 연맹
열 개의 직업 연맹은 공동의 직업상, 윤리 규정, 방법
론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국제적인 마크인 안트로메
드(AnthroMed® Eurythmy Therapy)를 알린다.
각 국가 내에서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직업이 되도록
하고 직업으로 행사하는데 안정적이 되도록 힘쓴다.

Forschung

포룸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치유 오이리트미 활동
가들의 서로간의 이니셔티브, 능력, 의식을 통해 확장
됩니다.

과제: 모든 공식적인 치유 오이리트미 교육과정의 질
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 안정 그리고 발전의 도모

Struktur-Organigramm

국제적인 포룸의 사회적 형태는 스스로 발전시키는
조직체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삶을 요구하고 그 안에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를 갖게 합니
다. 또한 활동주체들이 활동의 내용과 권리에 대한 법
적인 관계를 교환하여 전체 내용에 각 개인의 가능성
과 요구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세우고자 합니다.

국제 교육지도자 회의

I N TE RN A TI O N AL ER FA C HB ERE IC H HE IL EURYTHMIE (Forum Heileurythmie)

조직과 재정

과제: 국제적인 직업연대를 위한 공동의 아이디어구
상과 교환

전체 기획팀
과제: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서 교육과정/연
구과정, 직업연합, 개인치유현장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과 연관시키는 활동
적극적인 공동- 예비활동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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