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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마르코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공무원 집단의 안정 상태(stationary state)를 도

출함으로써 향후 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일단 기업에 비해 이

직을 하거나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비율이 비교  낮기 때문에 상태(state)의 정의가 용이하고 

상태 간 이확률(state transition probability)을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 기간  상태(직 ) 이(신규 채용, 진 , 퇴직 등) 확률을 계측하여 마

르코  체인 모형에 용함으로써 안정  상태의 공무원 집단 상태를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이를 이용해 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공무원 연 , 부양률, 마르코  연쇄

I. 서  론

최근 정부의 가장 큰 안  하나는 ‘공무원연 법 개정’이다. 공무원연 제도는 공

무원이 퇴직 는 사망한 때에 본인  유족에게 정한 여를 지 , 노후 소득을 보

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 재직과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한 인사 정책  목 과 사회

보장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제도다. 우리나라 ‘공무원연 법’ 제1조(목 )에서는 “이 법

은 공무원들이 퇴직 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하여 한 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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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26조 1항에 따르면 “퇴직 여  유족 여에 드는 비용은 공

무원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 여  유족 여에 드는 비

용은 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연 제도가 운 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과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부터는 종 까지 공무원과 정부가 반씩 부담하던 균등부담 방식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매월 기 소득의 7%를 기여 으로 납부하게 되었다(공무원의 질병, 부상, 장애 는 사

망  순직 유족 여에 드는 비용과 같은 국가 책임의 여 비용은 국가에서 액 부

담).

이 같은 공무원연 제도의 개정은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 의 안정 인 수 과 재정 자의 험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가시화

되면서 연  지  련 개 이 필요하다는 국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

롯되었다. 이러한 주제와 련하여 실제로 공무원의 인  구조  퇴직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와, 장기 인 시각에서 연 제도를 유지하기 한 방향성을 알 필요가 있

다. 

연 제도는 기본 으로 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일부 소득을 이용해 고령,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을 부양하는 구조다. 재직자와 (장애연  련 

수 자를 제외한) 연 수 자의 비율을 부양률이라 하며, 이 비율이 하게 유지되어

야 연 제도가 장기 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르코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공무원 집단의 안정 상태(stationary 

state)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일단 기업에 비해 이직, 퇴직(정년퇴직 제외)의 비율이 비교  낮기 때문에 상태(state)

의 정의가 용이하고 상태 간 이확률(state transition probability)을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 기간  상태(직 ) 이(신규 

채용, 진 , 퇴직 등) 확률을 계측하여 마르코  체인 모형에 용함으로써 안정  상태

의 공무원 집단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이용해 연  제도의 지속가능성

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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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르크스 연쇄의 도식화

II. 이론  배경

확률론에서 마르코  연쇄(Марков 連鎖, Markov chain)는 메모리를 갖지 않는 이산 

시간 확률 과정이다. 마르코  연쇄는 소련의 수학자 안드 이 마르코 (Andrey 

Markov)가 도입한 확률 과정의 일종으로,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매 시간 시스템은 상태를 바꾸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상태의 변화를 이

(transition)라 한다. 마르코  성질은 과거와 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미래 상태의 조

건부 확률 분포가 과거 상태와는 독립 으로 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뜻

한다.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확률변수 가 기에 상태에 있음
 상태에서 다음 기에 상태로 전이할 확률

마르코  연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특정 시 에 시스템이 상태 에 있

었다면 그 다음 시 에는 1의 확률로 상태 에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 에

는 0.1의 확률로 상태 에 머물러 있거나, 0.9의 확률로 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시스템 상태가 바로 이  시 의 상태에만 향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마르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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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는 마르코  과정이라 한다.

이 확률이 시간에 계 없이 일정한 마르코  연쇄를 동질(homogeneous) 는 정

상(stationary) 마르코  연쇄라고 하며, 이러한 마르코  연쇄는 가역 (reversible)이다. 

가역  성질은 정상성(stationary property)을 포함한다. 이는 기 상태에 계없이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상태에 있을 확률이 일정 값으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각 의 이동 혹은 신

규 채용, 퇴직 등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공무원 체 계의 상태가 어떻게 이하는지, 그

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가 어떻게 수렴할지 계측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모형  방법

1. 계측 지표  가정 사항

마르코  모형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시스템의 상태와 상태 간 이확률을 정의해

야 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상태와 이확률은 시스템의 모든 특성을 반 할 수 있도

록 해야 하지만 이는 실 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몇 가지 가정 사항을 이

용해 모델을 간략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확률을 구함에 있어 각 의 2013, 2012, 2011년의 3개년 치 수치의 평균으

로 표성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경험 인 통계 자료를 가져와 승진율과 퇴직률을 

구하 다. 

② 각 의 공무원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퇴직, 승진, 승진 실패, 즉 본인 직

 유지만 가능하다. 

③ 신규 임용 공무원 수는 3개년의 임용자 수를 평균으로 정한다.

④ 모형의 간편화를 해서 실제 실에서도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수 인 퇴직

자의 재임용은 본 모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⑤ 승진은 오직 한 단계 으로만 가능하다(9 은 8 으로만 승진 가능).

⑥ 공무원의 종류는 외교원, 교육직, 기술직 등 많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단일성을 

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지어 공무원을 정의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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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정한 가정 사항에 따라 시스템의 상태는 각 (고 , 3~9 )과 퇴직이 되며, 

상태 이는 승진, 퇴직, 승진 실패,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상태 이를 계측하기 

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승진율

2013년 9 의 승진율 = 2013년 8  승진자 수 / 2012년 9  재 인원

2013년 8 의 승진율 = 2013년 7  승진자 수 / 2012년 8  재 인원

…

2013년 3 의 승진율 = 2013년 고  승진자 수 / 2012년 3  재 인원

(이하 2012년, 2011년 각 의 승진율 계산도 동일한 방식 이용)

따라서 이확률에 사용할 승진율은 각 연도의 승진율을 단순하게 합한 뒤 3으로 나

어 구하 다. 

승진율 평균 = (2013년 승진율 + 2012년 승진율 + 2011년 승진율) / 3

② 퇴직률

2013년 9 의 퇴직률 = 2013년 9  퇴직자 수 / 2012년 9  재 인원

2013년 8 의 퇴직률 = 2013년 8  퇴직자 수 / 2012년 8  재 인원

…

2013년 고 의 퇴직률 = 2013년 고  퇴직자 수 / 2012년 고  재 인원

(이하 2012년, 2011년 각 의 퇴직률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함)

따라서 이확률에 사용할 퇴직률은 각 연도의 퇴직률을 단순하게 합한 뒤 3으로 나

어 구하 다.

퇴직률 평균 = (2013년 퇴직률 + 2012년 퇴직률 + 2011년 퇴직률) / 3

③ 승진실패율(자기 직  그 로 유지함을 의미)

이확률의 값을 합하면 1이 되어야 하므로 역산 으로 명확한 승진율과 퇴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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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 

인원
신규 임용 승진 임용 퇴직

직 해제  

기타
승진율 퇴직률

957
659

5606
13326
27105
33339
23579
11811

21
8
44

339
102
976
786

2114

123
407
783

1542
2579
3734
3322

0

176
54
480
558
691
415
245
275

103
388
348
904
865
785

1928
1722

-　
0.030612
0.001427
0.003409
0.013049
0.003419
0.045093
0.067214

0.161172
0.078717
0.085607
0.043232
0.026597
0.013913
0.011320
0.023516

2012년 재

인원
신규 임용 승진 퇴직

직 해제  

기타
승진율 퇴직률

1092
686

5607
12907
25980
29829
21644
11694

17
11
39

476
133
782
773

2281

231
582

1129
1399
2326
2852
3266

0

167
93
474
566
669
526
292
268

21
466
591

1181
1423
2305
2851
3233

　-
0.354294
0.105741
0.088348
0.054621
0.080135
0.137459
0.252904

0.161822
0.142638
0.086119
0.044291
0.02612

0.018122
0.014074
0.020753

2011년 재 

인원
신규 임용 승진 퇴직

직 해제  

기타
승진율 퇴직률

1032
652

5504
12779
25613
29026
20748
12914

26
12
39

435
98

802
1434
2606

247
531
945

1493
2518
2243
2407

0

233
71
411
538
651
513
324
291

-56
437
530

1054
1293
2479
2278
2403

-　
0.042139
0.002197
0.003134
0.017441
0.003382
0.041109
0.110291

0.248932
0.115073
0.075261
0.043237
0.026102
0.017706
0.016608
0.022381

<표 1> 2011~2013년 기  공무원 신규 임용, 승진, 퇴직자 수

바탕으로 1에서 이 둘의 확률을 뺀 값을 각 의 승진실패율이라고 명명하 다.

승진실패율 = 1 - (승진율 평균 + 퇴직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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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승진율 퇴직률 승진실패율 신규 임용 수

고

3
4
5
6
7
8
9

0
0.1423487
0.0364552
0.0316305
0.0283701
0.028979
0.0745539
0.1434695

0.19064183
0.11214272
0.08232913
0.04358698
0.02627284
0.01658015
0.0140003

0.02221673

0.80935817
0.74550857
0.88121571
0.92478257
0.94535704
0.95444085
0.91144584
0.83431377

21 
10 
41 

417 
111 
853 
998 
2334 

<표 2> 최근 3년 평균 승진율, 퇴직률, 승진실패율, 신규 임용 수

이 모형에서는 로 승진만 가능하며 8 에서 9 으로 내려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다. 처음 기 상태는 무 오래 인 1960년 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최근 통계인 

2013년을 기 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2013년의 재 인원을 0기로 설정하여 향후 공무

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변수는 t기의 각 별 공무원의 수가 된다. 이를 통해 

실질 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기간 t의 신규 임용 인원을 포함한 각 별 공무원의 

수다. 진 할 상태나 퇴직 혹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바로 직 의 상태가 처

해 있던 상황에만 의존한다. 

2. 데이터

공무원 수를 알기 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각 별 재 인원 수를 알아야 하며, 신

규 임용, 승진, 결과 으로 퇴직한 인원 수에 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 정부

에서 매년 발간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자료를 안 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 이용했다.

3. 분석 모델

2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3년 평균값으로 각각 승진율, 퇴직률, 승진실패율 

그리고 신규 임용 수를 정의했다. 한 이 값을 이용해 각 에서 차기 상태로 변화할 

확률, 즉 이확률을 정의하 다. 이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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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상태

고 3 4 5 6 7 8 9 퇴직

재

상태

고

3
4
5
6
7
8
9
퇴직

0.809 
0.14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746 
0.03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881 
0.03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25 
0.02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45 
0.02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54 
0.07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11 
0.1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834 
0.000 

0.191 
0.112 
0.082 
0.044 
0.026 
0.017 
0.014 
0.022 
1.000 

<표 3> 각 별 상태 이확률

기간 t 고 3 4 5 6 7 8 9

0
1
2
3
4
5
6

957
868 
820 
785 
759 
738 
721 

659 
696 
723 
737 
742 
741 
737 

5,606 
5,362 
5,188 
5,040 
4,914 
4,807 
4,716 

13,326 
13,093 
13,251 
13,387 
13,505 
13,607 
13,695 

27,105 
26,590 
26,240 
25,940 
25,688 
25,481 
25,317 

33,339 
33,578 
34,665 
35,748 
36,826 
37,899 
38,964 

23,579 
23,185 
23,791 
24,387 
24,969 
25,530 
26,068 

11,811 
9,854 
10,169 
10,431 
10,650 
10,833 
10,985 

⋮

290
291
292

760 
760
760 

888 
888 
888 

5,953 
5,953 
5,953 

20,798 
20,798 
20,798 

41,437
41,437 
41,437 

73,659 
73,660 
73,660 

33,095 
33,095 
33,095 

11,753 
11,753 
11,753 

<표 4> 각 별 시간에 따른 공무원 수

IV. 분석 결과

<표 3>에서 정의한 이확률을 마르코  연쇄 모델에 용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렴한 각 별 공무원 수를 분석하 다. 기 상태인 0기를 2013년으로 정의하고, 0기

에서부터 약 290기에 도달하면, 각 별 공무원 수가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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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각 의 t기에 해당하는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찬가지로 <표 4>와 같이 기간 t의 신규 임용 인원을 포함한 각 별 공무원 수

도 안정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표 할 수 있다. 이때의 각 별 공무원 수는 고 는 

780명, 3 은 897명, 4 은 21,215명, 5 은 21,215명, 6  41,548명, 7  74,513명, 8

 34,093명, 9  14,087명 정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연 의 지표  하나인 부양률이 재직자 수 비 연 수

혜자 수일 때, 마르코  체인 모형에 따르면 재직자 수는 략 193,128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퇴직자의 숫자에 따라 부양률 값이 달라진다. 

이 연구의 한계 은 마르코  체인에서 도출된 퇴직자의 수는 퇴직이 흡수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 으로 더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자  사망으로 인해 더 이

상 연 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악하여 이를 반 하는 것이 요하다. 한 

퇴직자  20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  수령 상이 아닌 사람을 반 할 수 있도

록 해야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마르코  체인 모형을 이용, 공무원 개개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

하여 각 의 이동 혹은 신규 채용, 퇴직 등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공무원 체 계의 상태

가 어떻게 이하는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가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분

석하 다.

공무원 연 과 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지표들은 부양률, 수지율, 보 율, 정부 총부

담률 등이 있다. 그  공무원 수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부양률이다. 부양률

(장애연  련 수 자를 제외한 연  수 자 / 공무원 수)이란 재직 공무원에 비한 

연  수 자를 의미하며, 부양률이 높을수록 재직자의 연  부담률이 높아짐을 의미한

다. 이는 연 의 재정안정성에 부정  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안정상태에 도달한 

재직 공무원 수를 도출하면 장기 으로 향후 부양률을 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정

한 부양률을 유지하기 한 조정 등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부양률을 낮추기 해서는 첫째, 재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자 수를 늘

려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직자 수를 확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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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양률을 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장기 인 계획에 따라 신규 임용자 수의 조 을 

할 수 있다는 에서 공무원 연 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연 의 연  수혜자 수를 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정 부양률과 부양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재직자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연  수혜

자의 수를 어느 정도까지 여야 하는지 수치 인 근이 가능할 것이다. 안 행정부에

서 내놓은 공무원연 제도 황과 이슈에 따르면 공무원 연 의 재정이 불안해진 원

인  하나로 지 할 수 있는 것이 고령화다. 1960년  평균수명이 52세 던 것에 비해 

2012년 82세로 증가하면서 연  수 자가 폭 증가한 것이다(안 행정부, 2014. 10. 

8). 연  수혜자의 수가 고령화로 인해 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연  지  

개시 연령을 연장하여 연  수혜자의 수를 이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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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better way to go, by deriving the stationary stat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scheme using the Markov chain model. Since the ratio of the 

official turnover and retirement is relatively low and steady compared to the private 

enterprise, defining the state can be simplified and easy to evaluate inter-state 

transition probabilities. So regarding the public official as a system, this study aims to 

derive stable state of the system by evaluating state transition (recruitment, promotion, 

retirement, etc.) probability and applying to Markov chain model. Using that, we 

expect to be able to obtain dependency ratio of public officials and predict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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