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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의학에 대한 위키 백과의 편견 

하나의 이메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Gary Null, PhD의 의견 

 

(OMNS 2020년 8월 23일) 온라인 백과 사전 위키 백과는 대체 의학 치료법에 대해 극도로 적대

적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자연적"이거나 비 관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전체 의료 시스템에 

대한 Wikipedia 편견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 불안한 반 건강 추세

는 적어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회의적인 웹링의 호스트이자 자원 봉사

자 Wikipedia 편집자였던 Stephen Barrett 박사의 Quackwatch의 전 목록 마스터인 Paul Lee가 전

화를 걸었을 때 국제 회의론자 포럼에서 회의론자들을 초대하여 백과 사전에 내용을 작성하기 시

작했습니다. http://www.internationalskeptics.com/forums/showthread.php?t=52557 

 

포럼에 올린 그의 글에, Lee는 "회의론자들이 참여해야 할 주제가 많고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

합니다. 현재 편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회의론자들은 너무 적습니

다."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Wikipedia의 초기 중립 정책을 직접 위반하고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Ergo는 "위키피디아는 모든 사소한 편집에 대해 매우 공개된 

기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의 조정은 개인 이메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음모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http://www.internationalskeptics.com/forums/showthread.php?t=52557  Lee가 자신의 "워치리스트

"에 올린 주제 중에는 분자 교정 의학, 보완 및 대체 의학, 응용 운동 요법, 카이로프랙틱, 및 

아스파탐이 있습니다. 

 

현재 Paul Lee는 특별 편집 권한을 가진 선임 Wikipedia 관리자입니다. 

회의론적 편집자들은 대체 의학 치료에 찬성하는 글을 쓰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는 이러한 의료 개입에 대한 수많은 부정확성, 잘못된 정보, 편견 및 경멸적인 용어를 수정하려는 

노력과 일반적으로 보완 및 대체 (또는 통합) 의학 (CAM)은 무익한 행위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

로 들었습니다. 백과 사전의 모 조직인 위키 미디어 재단은 수정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

았으며, 대체 의학 및 옹호자의 생생한 전기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중립성의 편집 규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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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자원 편집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위키피디아가 일반적인 건강, 질병 및 가능한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최

고의 웹 사이트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과 치료의 과정으로 대체 의

학 요법을 찾는 것을 오도했다고 확신합니다. 위키피디아는 CAM 실행을 불신함으로써 아픈 사람

들로부터 고통을 경감시키는 잠재적인 구제 수단을 빼앗는 것 외에도, 약품에 대한 관심을 촉구

함으로써 경제적 무기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재단의 법무 부서 및 이사회 구성원과 직접 부

딪혔던 수많은 시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키 백과에서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잘못 

단정지어진 모든 대체 의료 요법들과 개개 의사들과 옹호자를 대신하여 추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2012년 미디어 및 민주주의 센터 (Center for Media and Democracy)는 Koch Brothers가 자금을 지

원하는 ALEC(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기업 회원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국적인 캠

페인을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보조금을 수여하는 것 외에도 연간 회비를 $ 50,000 이상 지

불합니다. ALEC는 사적 이익을 위한 "기업 법안 제재소" 및 선출된 주 의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명되었습니다. 

https://www.sourcewatch.org/index.php/American_Legislative_Exchange_Council  ALEC가 회의 기

조 연설자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적 견해를 옹호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명성을 가진 개인들

을 유치함에 따라, ALEC 기업 회원들이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원 자격을 중단하도록 장려하

기 위한 풀뿌리 노력이 착수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성공으로 114개의 주요 민간 기업(총 시가 

총액 7조 달러 이상을 나타냄)과 19개의 비영리 단체가 관계를 끊거나 회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허용하여 ALEC의 재정 기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https://www.prwatch.org/news/2018/11/13426/alec-lost-membership-worth-over-7-trillion-market-

cap 

 

이와 유사한 전략이 위키 미디어 재단에 대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으며, 이로 하여금 이 

재단이 마침내 심각한 주의를 취하고 백과 사전을 괴롭히는 심각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kipedia의 공동 창립자 Jimmy Wales는 현재 조직의 

직접 관리에서 제외되었지만 계속해서 재단의 주요 기금 모금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역할

을 매우 개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일즈 또한 백과사전을 사용하여 동의하지 않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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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료 관행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려는 회의주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단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향후 보조금 및 기부금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과 함

께 위키피디아의 500개 이상의 주요 후원자(예: 보조금 기부 재단, 자선 가족 신탁, 기업 기관 및 

개인 기부자)에게 보낼 청원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청원서를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후원자들은 

처음으로 대체 건강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편견과 비하적 성격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체 

의학의 인기가 높아지는 통계에 따르면 청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 건강을 위해 하나 이상

의 비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된 청원서 링크는 https://prn.fm/wp-content/uploads/2019/01/Letter-Wikipedia-benefactors-

1.pdf 입니다. 저는 당신 서명인이 되길 요청하고 환영합니다.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개인과 의

료 전문가(예: 전문 협회의 임원, 대학장, 저널 및 출판의 편집장, 대학 교수 및 언론인, 이러한 의

학 분야의 인증 및 면허가 있는 실무자 등)들은 청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높은 도

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부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위키피디아 재단의 후원자

들에게, 백과사전에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들의 자선 기부가 다른 곳에서 더 잘 제공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명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WikipediaWatch@protonmail.com에 귀하의 전체 이름, 학위

(PhD, MD, DO, ND 등), 귀하의 전문 직함, 소속 기관 및 청원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 청원서의 서명인이 될 것이며 서명해야 한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회의론자 조직이 반대 운동으로 통합되고 회의론자들이 위키피디아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할 때, 

이는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참고: 이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Orthomolecular Medicine News Service의 편집

위원회의 견해는 아닙니다. OMNS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설을 게시하고 독자의 제출물을 편집

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 OMNS는 특히 위키피디아 편집자의 반박을 환영합

니다.) 

 

전체 청원 텍스트는 https://prn.fm/wp-content/uploads/2019/01/Letter-Wikipedia-bene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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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df 에 게시됩니다. 

 

서명하려면  WikipediaWatch@proton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1) 귀하가 추가되고 싶다는 내용

과 2) 귀하의 이름, 학위, 소속, 도시, 주 및 국가를 설명하는 두 문장을 보내십시오. 

 

사실 자료  

https://prn.fm/wp-content/uploads/2020/08/Wiki-Fact-Sheet.pdf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대한 위키피디아 항목의 편향된 발췌와 위키피디아의 개인 전기에서 

CAM 옹호자들에 대한 비난의 눈부신 예를 제공합니다. 

 

Nutritional Medicine is Orthomolecular Medicine 

Orthomolecular medicine uses safe, effective nutritional therapy to fight illness. For more 

information: http://www.orthomolecul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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