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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I. 머리말
독일에서 의료인 부족이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독일의 의료
인 부족 현상은 다양한 해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나, 법정보험 시스템으로부
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부, 의사협회와 의료보험조합에 의하여 체
결되는 총액 계약에 의하여 의사의 근무조건(근무, 휴가, 진료수가 등), 진료 환
자 수 등이 관리되고 있어, 의사증원은 의사의 근무 강도와 연관되어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특히 농어촌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 및 교육 체계, 지
역적 특성, 취약지 관련 법제도, 정부와 의료계(전문가 단체)와의 법적 관계 및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독일의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단순 번역 수준의 입법안을 제시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독일의 의료인 관련 현황,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논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요 현황
1. 의대 입학생 증원
관련 법률에 따라 취약지 및 의료인 수급계획이 작성되며, 마스터플랜, 헌법재
판소 판결에 의하여 각 주는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의대생들의 입학정원
의 유지 또는 증원과 선발기준을 확정하고,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의 입학
정원과 선발기준을 결정한다.
2. 취약지 선정 제도
취약지 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법과 수급계획 지침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
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회법에 의하면 법정보험의협회, 주(州) 보험
조합과 질병금고로도 번역되는 보상조합은 수급계획지침에 따라 수급계획을 매년
작성할 의무가 있고, 주 의사 위원회와 법정보험조합은 취약지 확정의무와 권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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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지침에는 지역적 특수성 및 취약지(정확히는 의료급부 제공이 구조적
으로 불충분한 지역)에 대한 기준, 지역별 가정의와 전공의 수 및 확정 절차 등
을 규정하고 있다.
3. 지역의사 할당제
지역의사할당제는 취약 지역의 의사부족을 해결하고, 의사부족으로 인한 직업
과 사생활 특히 가족 간 유대관계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고안된 제
도이다.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와 같은 제도가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뢰슬러(FDP: 자유민주당)가 제안한 의
사부족 대응 뢰슬러 플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대입학 조건의 완화, 의대정원
의 2.2%를 지역의사 및 군 위생병으로 할당하는 것이다.1)
그 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이 발표되었고, 2017. 3. 31. 통과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정원의 10% 내에서 지역의사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는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
며, 위반 시 250,000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7. 12. 19. 인원제한을 통한 의과대학 선발기준인 N.C(인원
제한)에 대하여 일부 위헌 판결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성적 만으로 입
학정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와
제3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다양한 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
5. 지역의사 할당 의대생 도입 현황
2020. 08. 기준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이하 “지역의
사 학생”이라 한다) 선발기준을 확정한 주는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자를란트이다.3) 각 주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입학정
원의 5~7.6%를 지역의사 학생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선발기준도 서로 달리 정하
고 있다. 주목할 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독일 내 최초로 지역의사 할당
제에 관한 법안, 입학정원 및 선발기준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
대입학정원 중 지역의사 13명, 공공업무를 위한 입학생에 3명인 소수의 인원을
할당하였다는 점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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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독일 의사 해외 유출
독일은 많은 수의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의사들이 해
외로 유출되고 있다. 의사통계에 의하면 유럽출신 2019년도 외국인 신규 의
사는 1,349명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해외로 유출된 의사는
1,898명이다.
[표 1] 해외 유출 의사 수5)
이전 국가(목적지)
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타
미국
기타 국가
합계

※ 독일 국적 의사(독일), 외국인 의사(외국인)

독일

외국인
`18
476
114
95
159
234
365
80
25
216
177
1,101
840

독일

외국인
`19
449
121
125
135
238
342
84
21
214
169
1,110
788

총합계
`18
`19
590
570
254
260
599
580
105
105
393
383
1,941 1,898

III. 전문가 단체 입장
1. 의대 협회6)
2019. 09. 29. 지역의사제 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구조적으로 취약
한 지역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다.7)
[주요 내용]
o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 및 조치는 장기적으로 성취되거나 전혀 성취 될 수
없음
o 개별조치와 연관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규제정책 또는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 컨셉 부족
o 거의 매주 새로이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것이며, 이는 의료 서
비스의 질과 질병보험조합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
o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법정보험료나 세금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만하는 정치적 압박 초래
정부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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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입학생 증원
타 과에 비해 의과 수업은 고가의 학업 과정이며, 주(州)가 추가 수단 등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관련 학과를 통한 교육 등은 저하될 것이다. 의사가
도심지역과 같은 지역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더 높은 소득에 대한 열망과 지
역적 요인이 크다.
(2) 마스터플랜 2020
마스터플랜은 외래 환자에 대한 의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외래의 의무
분기, 주 지역에서의 일반의학 강화, 교육병원과 교육실습의 지원 등을 주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지에 외래 진료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학생의 취약지
역 근무에 대한 유인기전 촉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의 조직화
는 이전의 의과 교육보다도 비싸고 어렵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특정한 근무 조
건으로서 기반 마련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적합한 의료 업무
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3) 의대 교육과 의대 설립
입학정원 확대와 지역의사 교육은 제2캠퍼스, 분교 또는 독립 캠퍼스에서 지
역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소위 “연결효과”로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지
역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메클렌부르크포어메른주와 작센-안할트 주가 잘 보여주고 있다. 2개의 주는 주 소재지에서 의
료 수요보다 많은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멀리 떨어진 지
역에서 의료적 돌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대설립은 매우 많은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예컨대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배출을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전공의 교육을 위
해서는 추가적으로 5년에서 8년이 필요하다.
주의 한 도시(예컨대 Cottus 도시) 대학병원 구조변화를 위해서는 650
Millionen Euro(약 8,900억 원)가 소요된다.8) 의과대 학생에게 순수히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2014년도 기준 1인당 약 200,000 Euro(약 2억 9천만 원)
에 달한다.9)
새로운 대학병원 또는 분원 설립은 종종 지역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이것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재평가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설립은 취약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으
며, 의대정원, 연구의 질과 연구를 위한 역량 필요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고] 스위스 베른 의과 대학 및 병원 설립에는 약 1,15 Miliarden
Franken(스위스 프랑, 약 1조5천억)이 소요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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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대학병원 지정
주 정부는 법적으로 새로운 대학병원을 신설하거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병원을 지정한다. 병원 지정은 병원 소유자인 개인의 신청으로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신설된 대학병
원은 아욱스부르크가 유일하며, 병원과 학과의 긴밀한 조직 구축, 학문의 자유
및 적극적 연구 환경의 제도적 보장, 업무에 적합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국가 보
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이질성은 규범 정치적 프레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현재의 통제되지 않은 수용력에 대하여는 연방차원에서 결정된 체계적인
절차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컨대 바이에른 주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의 감독기관
은 공공기관과 주의사협회와 같은 보건행정자치기관이다.
(5) 의무 복무와 지역의사제를 위한 정원 배분
지역의사제를 위하여 의대 입학 정원의 일정한 학생 수를 할당하는 것은 사
회적 불공평을 초래하며, 집안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일정한 기간 및 특정 지역
근무와 같은 의무를 쉽게 면할 수 있다.
(6) 귀향금
예컨대 브란덴부루크 법정보험의 협회는 브란덴부루크 주에 정주시킬 목적으
로 의대생에 학업 중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귀향하기를 원하거나 추가적
인 인센티브 없이 귀향을 원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조치는 제2캠퍼스 설립에
반대되는 접근 방식이며, 의사 수익을 위한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비판적으로 물
을 수밖에 없다.
2. 마부륵 분트(조합)
마부륵 분트는 1947년 설립된 파업권이 보장된 유럽 최대의 노동조합으로서
봉직의, 공직의 및 의대생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마부륵 조합은 정부 정책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농촌지역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과밀지역도 인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
므로 정부 정책이 강제조치를 통하여 과밀지역 이외에 의료업무를 의무화한다면,
외래 분야와 마찬가지로 입원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의사부족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며, 의사부족 문제를 지역의
사제로 대체하는 것은 구시대적(소위 왕도: 왕에 의한 방법)인 발상이다. 이미 많
은 병원 의사가 일반의와 가정의로 빠져나갔으며, 초빙 근무와 당직 근무로 병원
의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상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에서 말하는 직업
과 가정의 조화 목적은 젊은 의사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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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밀지역의 의료적 돌봄은 의사의 자치기관(자치행정)을 통하여 구체화되
어야 하고, 주(니더 작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니더작센 주 마부륵 분트) 의사부족 문제는 근시안적인 지역의사할당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의료적 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 지역의 근무조건과
생활조건 향상 및 보건의료 근무의 경감 등을 통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여야
한다.11)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SPD-원내교섭 사회-보건 정책 대변인12)
지역의사할당제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1) 그 누구도 수년 후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학생에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얼음에 밀어 넣는 것이다.
(2) 일반의학과와 주의사라는 직업은 특히 여의대생들이 그들의 가족과 직업
간 서로 조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행정명령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이는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지역의사할당은 취약지 또는 취약 위험지에서 가정의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동기가 부여되고, 자격이 있는 학생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발 기준과
과정이 중요하다.
4. 연방의사협회/하트만 분트(하트만 조합)
하트만 조합은 1900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의사, 치과의사와 의대생을 회원으
로 하고 있으며, 직능을 초월하여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두 단체에 의하면 의사 부족은 모든 지역과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므로 지역의사제 도입보다는 의대생 증원이 필요(헤센 주 의사협회)하나,13) 의대
입학생에게 지역의사할당제를 도입하는 것과 의료인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
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14)

1) Frankfurter Allgemeine, 06. 04. 2010; https://www.haz.de/Nachrichten/Politik/
Deutschland-Welt/Lob-und-Tadel-fuer-Roesler-Plan-gegen-Aerztemangel.
2) BVerfG, Urteil vom 19. 12. 2017 – 1 BvL 3/14, Rn. 1-253.
3) medizinstudium.io, “Landarztquote: Chancen, Bewerbung, Ablauf”, https://me
dizinstudium.io/landarztquote-chancen-bewerbung-ablauf/#Welche_Bundeslaende
r_bieten_die_Landarztquote_an;
Leipzig
Medical
School,
“Landarztquote”,
https://lei pzigmedicalschool.de/wiki/landarztquote/#cite_note-11.
4) Marburger Bund NrW-Rlp, “Zweite Bewebungsphase für Landarzt und ÖGD-Quote
startet am 1. Srptember”, 31. 08. 2020, https://www.marburger-bund.de/nrw-rlp/
meldungen/zweite-bewerbungsphase-fuer-landarzt-und-oegd-quote-startet-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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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5) Ärztstatistik zum 2019. 12. 31. 가공.
6) 의대협회(Deutsch Hochschulmedizin E.V.)는 대학병원협회(Der Verband der
Universitätsklinika Deutschlands: VUD와 의과대협회(Der Medizinische Fakultäentag:
MFT)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위 단체이다.
7)https://medizinische-fakultaeten.de/wp-content/uploads/2019/09/DHM_RegionaleV erantwortung-der-Unimedizin_final_.pdf.
8) Märkische Allgemeine, “Branden burg will 650 Millionen Euro in Medizin-uni
invertieren”, 04. 07. 2020.
9) PraktischArzt, “Medizinstudium Kosten – Deutschland und Ausland”, https://www.
praktischarzt.de/medizinstudium/medizinstudium-kosten/
10) Medinside, “Dieser Kanton invertiert eine Milliarde in die Medizin”, 26. 08. 2019,
https://www.medinside.ch/de/post/eine-milliarde-fuer-die-medizinische-fakul
taet
11) Niedersachen Landesverband, “Studienplätze statt Landarztquote”, 17. 07. 2018,
https://www.marburger-bund.de/niedersachsen/meldungen/studienplaetze-statt-l
andarztquote.
12) https://www.marburger-bund.de/nrw-rlp/meldungen/bewerbungsverfahren-zur-lan d
arztquote-startet-ende-maerz.
13) Hessischer Ärztekammerpräsident, “Wir brauchen Ärztinnen und Ärate in allen
Bereichen”, 16. 09. 2020, https://www.bundesaerztekammer.de/ueber-uns/landes
aerztekammern/aktuelle-pressemitteilungen/news-detail/hessen-wir-brauchen-a
erztinnen-und-aerzte-in-allen-bereichen/
14) 120. Deutscher Ärztetag, 25. 05. 2017,https://www.bundesaerztekammer.de/ueber
-uns/landesaerztekammern/aktuelle-pressemitteilungen/news-detail/120-deutsch
er-aerztetag-fordert-zehn-prozent-mehr-medizinstudienplaetze/;
https://www.hartmannbund.de/berufspolitik/informationen/wo-die-landarztquot
e-ko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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