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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를 중심으로
7)

신 정 섭*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유권자의 대통
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높았으며, 정부에 대
한 신뢰 역시 높아졌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신뢰 변화의 경우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당일체감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 모두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이 여당이나 야당 지지자들 보다 코
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무당파와 야당 지지자의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신
뢰 변화에 있어서는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핵심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통령직무수행평가, 정부신뢰

Ⅰ. 서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치학자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도 오랜 기간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경제학
에서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에 대한 연구가 노드하우스
(Nordhaus 1975)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따르면
정부는 선거 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보브 등(Bove et al. 2017)은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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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복지지출을 분석한 결과 선거 전 정부의 복지지출이 눈에 띄게 늘
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순환이론은 유권자들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하여 물질적 수혜를 입은 경우 정부여당에 표를
통하여 답례를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즉 정부가 공공지출을 통하여 유
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Cox and McCubbins 1986; Lindbeck
and Weibull 1987; Dixit and Londregan 1996).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
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출이 현직자와 정부여당의 득표율
과 선거승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살펴보기보다는 집합적 수준에서 지역에
지급된 공공지출액과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러한 연
구주제는 주로 외국의 사례에 기초해 있으며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된 경우는 드물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려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개인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
석하려고 한다.
정부의 공공지출과 유권자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중 상당수의 연구들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재난 지역에 지급한 금전적
지원이 선거에서 정부여당이나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
다(Healy and Malhotra 2009; Gasper and Reeves 2011; Bechtel and
Hainmueller 2011; Gallego 2018). 따라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
믹(Pandemic)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여당 혹은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유권자는 자신에게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정치인에게 호혜적 감정(Sense
of reciprocity)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inan and Schechter 2012;
Lawson and Greene 2014).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자신의 가
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정
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명지대 미래정책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권자 인식조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가 시행된 2021년 3월말까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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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총 3차례 있었다. 1차 재난
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
이었으나 이후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지급되어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그러나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국민이 받은 것은 아니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새희망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2020년 9월 말에 신청을 받았고, 소상공인, 특수고
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선별 지급하였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
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 때문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 수혜의 수준에 차이가 났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
다고 평가할수록 유권자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코로나
19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지지 사이의 관계가 유권자 개인의 경제적 수
준이나 정당일체감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
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신뢰 변화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일체감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 모두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이 여당이나 야
당 지지자들 보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무당파와 야당 지지자 사이의 차이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부신뢰 변화에 있어서는 여당 지지자와 무당
파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도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인들이 왜 선거를 앞두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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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성 정부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정치경제학에서 오래된 가정 중 하나는 공공지출을 통하여 정부가 유권자들의
표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Cox and McCubbins 1986; Lindbeck and Weibull
1987; Dixit and Londregan 1996). 이러한 가정은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는 이기적 존재(self-interested)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기존연구들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분배지출이 현직 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여왔다.
일군의 연구들은 ‘포크배럴(Pork barrel)’ 정치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적 맥락에 기초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
보가 의원들의 재선이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로 더 많은 정부예산을 가져갈수록 선거에서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
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험적 결과는 다분히 상충적이었다(Alvarez and Schousen 1993; Bickers and
Stein 1996; Alvarez and Saving 1997; Levitt and Snyder 1997; Lazarus
and Reilly 2010). 레빗과 스나이더(Levitt and Snyder 1997)는 이러한 상충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가 정부예산의 지역구 할당을 결정짓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며, 유권자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예산의 지역할당은 대통령의 권한과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와 비난은 지역구 의원보다는 대
통령에게로 향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Arceneaux 2006). 회고투표(retrospective
voting) 연구의 경우에도,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회고투표의 가
장 큰 대상은 개별 의원이나 정당보다는 대통령인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되고 있다
(Fiorina 1981; Hibbs 2000). 따라서 정부예산의 지역적 배분에 대한 책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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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 의원보다는 대통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연구들은 정부예산의 지역 할당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라이트(Wright 1974)는 미국 뉴딜(New Deal, 1933년 에서
1940년)시기를 분석하였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루즈벨트(Roosevelt)의 득표
율이 다른주들보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부예산을 더 많이 배분 받은 주에서 높
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크리너와 리브스(Kriner and Reeves 2012) 역시 1988
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였는데, 카운티(county) 단위 별로
분석 한 결과 대통령 선거 전에 연방정부 예산 분배가 증가할수록 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과 정치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연구들은 정부의 복지
지출 혹은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정치적 지지의
교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는 개발도상국 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Hicken 2011). 예를 들어 웨이랜드(Weyland 1998)는 아르
헨티나와 페루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역선거에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 지역 정부의 현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현직자들보다 더 높은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마나코르다 등(Manacorda et al. 2011)은
우루과이에서 실시된 빈곤퇴치 현금지원 프로그램(anti-poverty cash transfer
program)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복지지원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지원금의 수혜를 입은 유권자들
은 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정치적 지지 상승은 복지지원금 프
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수혜를 입은 유권자들이 해당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현직 정치
인과 정부에 우호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루마니아(Pop-Eleches and
Pop-Eleches 2012), 멕시코(De la O 2013), 온두라스(Lino 2013), 그리고
브라질(Zucco 2013)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세 번째 연구군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자연재해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이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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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자연재해 자체의 발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맹목적 회고
(Blind retrospection)의 관점과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유권자들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여 선택을 한다는 조정된 회고(Mediated retrospection)의
관점이 있다(Rubin 2020). 이 중 조정된 회고에 기초한 유권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재해지역 혹은 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역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ealy and Malhotra 2009; Gasper and Reeves 2011; Bechtel
and Hainmueller 2011; Gallego 2018). 예를 들어, 힐리와 말호트라(Healy
and Malhotra 2009)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카운티 수준에서 분석을 하였는데
자연재해 발생 자체는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재해 지역에 대한 재해지원금은 여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Gasper and Reeves 2011), 독일(Bechtel and Hainmueller 2011), 콜롬
비아(Gallego 2018), 이탈리아(Masiero and Santarossa 2021)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
이와 같이 기존연구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유권자의 현직 정부나 정치인에 대
한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경험적 발견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수준에서 실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하기 보다는 집합수준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금과 득표율 혹은 지지율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어 정부의 재난 지원
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평가를 질문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수준에서 정
부의 재난 지원금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에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은 유권자의 현직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비록 코로
1)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반대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허싱크 외(Heersink et al. 2017)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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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최근 여러 편 발
표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길정아･강원택 2020; 박선경 2020; 신정섭 2020; 길
정아 2021)은 대부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대통령
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투표선택,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 평가나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나 태도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남윤민 2021)나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박선
경･신진욱 2021)과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권자들은 재난 자체 발생 자체보다는
정부가 발생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부에 대한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재난 지원금
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금권선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의 정치적 효과 역시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 상
황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정부의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
적 지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
로 흔히 측정될 수 있다(Hetherington 1998). 일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정부
에 대한 신뢰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와 신
뢰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신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과 공무원 사회 일반에 대한 제도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는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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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연구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혹은 신뢰와 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Citrin 1974; 조기숙･남지현 2007; 전대성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부신뢰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적 지지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한편 정부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정치적 지지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신뢰의 동태적 변
화를 측정하지 못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정부신뢰의 변화를 측정하
여 정치적 지지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고 생각할수록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
였다. 경제투표(Pocketbook voting)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
지게 되면, 유권자는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게 된다(Kramer
1971; Markus 1992). 또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정치인에 대해서 호혜적 감정(Sense of reciprocity)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Finan and Schechter 2012; Lawson and Greene 2014). 따라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이 가계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수록 재난 지원금
을 지급한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2)
2)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즉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인과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나 호감도가 자기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Unmoved mover (Campbell et al. 1960)’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나 호감도가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Unmoved mover’라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나 호감도는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와 호감도는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짧은 기간에도 자주 등락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나 중도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고정된 정치적 정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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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a: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유권자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b: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유권자
의 코로나19 이후 정부신뢰 변화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대
통령 직무 수행 평가나 정부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위치
나 정당 일체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선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는 유권자의 가계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재난
의 계층편향성 이론에 따르면, 재난의 피해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다(Mutter
2015). 재난의 발생과 절대적 피해 자체는 경제적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피해
를 미칠 수 있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에 따라 재난의 상대적 피해는 차별적으
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재난의 피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Mutter 2015). 또한 경제투
표(Economic voting)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경제에 대한 반응성은 개인의 경
제적 취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제적으로 위기에 더 크게 노출된 유권
자일수록 경제적인 요인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이다(Fossati 2014; Park and
Shin 2019).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의 변
화에 따라 자신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더 큰 중점을 두고 투표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정부의 복
지정책에 대해서도 중산층 이상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Svallfors 2004, 119-12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복지지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유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들
의 삶에 더 절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소득자들의 경우에
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자신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 지원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개입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일수록 코로나19 재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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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정부신뢰에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제적
취약성은 가계소득 수준이나 자산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에는 가계 자산 수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소득 수준을 경제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
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a: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사이의
관계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질 것이다.
가설 2b: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 사이의 관계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가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당일체감은
성장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잘 변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다른
정치적 태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잘 알려져 왔다(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따라서 정당일체감은 독립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혹은 유권자의
회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tokes 1996; Maravall and Przeworski
2001).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경제나 정치사회적으로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현직 정부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모든 나쁜 결과를 현직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성공에 대한 원인은 자신이 가져가고(Self-enhancing bias), 실패에 대한 원인은
외부로 돌리는 경향(Self-protecting bias)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 편향은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거나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Pettigrew 1979). 따라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 보다 정책적 평가나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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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결정할 확률이 낮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무당파 집단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Dixit and Londregan 1996).
경험적 연구들 역시 정당일체감이 유권자의 정부정책 평가와 정치적 지지 사이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오리올스(Orriols 2010)
는 미국 레이건 정부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부로 부터 복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 보다 현직 대통령인
레이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났다. 복지 지원금 수령과 레이건 정부 지지의
상관관계는 여당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복지 지원금 삭
감과 레이건 정부의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는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길정아･강원택(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평가와 정치적 지지 사이의 관계 역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투표선택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자들이나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지자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따
른 여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 확률이 매우 미비한 차이를 보이거나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무당파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가
높아질수록 여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정당일체감에 의하여 정책평가와 정치적 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a: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사이의
관계는 정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보다는 무당파 유권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b: 유권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 사이의 관계는
정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보다는 무당파 유권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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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1
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권자 인식조사 데이
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모두 1,000명이었다. 조사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방식(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으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4단계 서열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선택지는 낮은 숫자로부터 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②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큰 도움이 되었다”로
구성되었다. 전체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는 97명으로 9.7%, 재난 지원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3명으로 25.3%,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38명으로 52.8%,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12명으로 11.2%였다.
본 연구는 또한 가설 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통계검증 모델에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와 상호작용항으로 사용된 변수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가계 소득변수이다. 가계소득변수는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11단계로 측정되었다. 가장 낮은 소득 단위는 연
간 1,000만원 미만이었으며, 이후 천 만원 단위로 구간을 구분하였고 가장 높은
소득 단위는 연간 1억 이상이었다. 응답자들 중 중위소득은 4,000-5,000만원
구간이었다. 두 번째 상호작용항 변수는 정당일체감이다.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변
수는 현재 지지하거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어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 3가지 범주(① 정부여당지지, ② 지지정당 없음, ③ 야당지지)를
가진 명목 변수로 재조작되었다. 응답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는 30.6%,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변한 유권자는 36.1%, 야당들에 정
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는 3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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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유권자가 평가한 대통령의 직무수
행 평가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고, 숫자가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응답자들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의 평균 값은 4.5였으며, 표준편차는 3.2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유권자의 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이다. 정부신뢰는 정치적 지지
를 측정하는 매우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변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유권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 참여자에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했습니
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변화
정도를 보고하였다. ③을 기준으로 값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평균은 3.1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22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유권자의 대통력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로 포함하였다. 크게 코로나19 관련 변수, 정부정책 평
가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이념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 관련 변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질병적 피해 정도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질문은 4점 척도
를 사용해 피해 정도(높은 값이 큰 피해)를 측정하였다. 정부정책 평가 변수는 최
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평가와 전통적인 경제변
수인 유권자의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포함하였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숫자가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회고적 경제평가 변수는 5점 척
도로 측정되었다 (③을 기준으로 낮은 수록 1년 전에 비하여 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높을수록 1년 전에 비하여 경제가 좋아진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는 성별, 고용형태, 연령이 포함되었다. 고용형태 변수는 정규직 직장인(34.73%),
비정규직 직장인(14.65%), 자영업(9.94%), 기타(퇴직, 주부, 학생, 실업 및 무직,
40.68%)로 구분되었다. 이념변수는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위치를
묻는 질문을 기초하여 0(진보)에서 10(보수)단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 변화 모델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로 유권자의 정부신뢰 수준을 포함하였다. 코
로나19 이후 유권자의 정부신뢰 변화 정도는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수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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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유권자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LS 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3) 아래 표1은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모델 1)
와 코로나19 이후 정부신뢰 변화(모델 2)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모델1을 통하여 유권자의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코로나19 지원금이 가계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변수의 회귀계수는 0.270으로 양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조건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였을 때,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1단계 좋아질 때마다 대통령의 직무수
행 긍정평가가 .27만큼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높은 사람 사이의 대통령 직무수
행 평가의 차이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약 1점 정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지원금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1점의 차이라
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코로나19 방역 평가, 국가경제회고평가, 자가이념, 성별, 출
신지역, 정당일체감이었다. 코로나19 방역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국가경제회고 평
가가 긍정적일수룩, 자가이념이 진보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지역 보다는
호남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건
3) 정부신뢰 변화의 경우 변수의 척도가 5점 척도이기에 OLS 회귀분석 이외에도 서열로짓분석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해 보았으며, 서열로짓분석의 경우에도 OLS 회귀분석
을 사용한 것과 같은 통계적 검증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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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피해 정도는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신뢰수준을 90%로 낮춘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이 입은 건강 상의 피해
가 크다고 평가할수록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낮아졌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통제
변수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한국선거 정치에 대한 일반
적인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 2는 코로나19 이후 유권자의 정부신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모델1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직무수행 평가는 유권자의 정부신뢰 변화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지원
금 평가의 회귀계수는 0.097로 양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좋아 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평가, 국가경제회고평가, 자
가이념, 연령, 정부신뢰 수준, 정당일체감이 정부신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정부신뢰 변화의 경
우에는 연령 변수와 정부신뢰 변수가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성별 변수
와 출신지역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코
로나19 이후 정부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정부 신뢰도 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는 응답을 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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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4)
모델1
DV: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모델 2
DV: 정부신뢰변화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270 (.082)***

.097 (.037)***

코로나19 방역 평가

.322 (.031)***

.199 (.016)***

.117 (.084)

.044 (.033)

-.137 (.078)*

-.004 (.031)

1.126 (.073)***

.186 (.028)***

.015 (.023)

.012 (.010)

이념

-.141 (.037)***

-.047 (.016)***

성별(여성)

.492 (.127)***

.058 (.052)

-.061 (.044)

.110 (.018)***

코로나19 가정경제 손해
코로나19 건강 손해
국가경제평가
가계소득

연령
정부신뢰

.066 (.014)***
정규직

고용형태

준거집단

비정규직

-.039 (.201)

.014 (.077)

자영업

-.086 (.232)

-.046 (.091)

기타
서울/경기

-.177 (.148)

.008 (.061)

-.592 (.192)***

-.028 (.093)

호남
출신지역

정당일체감

경북

-.694 (.256)***

.152 (.117)

경남

-.610 (.231)***

.015 (.105)

기타

-.537 (.236)**

-.106 (.105)

여당

1.410 (.176)***

무당파
야당

절편
표본 수




준거집단

.217 (.072)***
준거집단

-.827 (.164)***

-.136 (.065)**

.503 (.553)

.498 (.216)

963

963

.678

.751

참고: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 <0.1, **P <0.05, ***P <0.01

4) 본 연구는 통계결과 모델의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제외
하고도 통계적 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코로나19 가정 경제 손해나 건강 손해 변수, 코로나19
방역 평가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도 결과 값이 큰 변화없이 나타났다. 또한 모델2에서 정부신
뢰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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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
가나 정부신뢰와 같은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은 경험적인 증거를 통하여 뒷받침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정부 지원
금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정당선호
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아래의 표2는 이러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가계소득,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와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
행 평가(모델 3)와 정부신뢰변화(모델 4)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모델3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가계소득 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계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
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정당일체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을 살펴보면, 무당파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여당
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계수를 가지고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
으나,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야당 간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계수를 가지지만 통
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당파와 비교하여 여당, 야당
지지자 모두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와 무당파 사이의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델4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가계소득 사이의 상호작용항의
값은 양의 계수를 가지며,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 수준의 차이는 유권자의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와 정부신뢰 변화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정당일체감 사이의 상호작용항의 경우에는 무당파를 준
거집단으로 하여,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여당 간의 상호작용항과 코로나19 지
원금 평가와 야당 간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음의 계수를 보여주어, 여당이나 야당
지지자들 보다 무당파들에게서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정부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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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평가와 야당 간의 상호작용항만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줄뿐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여당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소득수준, 정당일체감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평가와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모델 3
DV: 대통령직무수행평가

모델 4
DV: 정부신뢰변화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762 (.187)***

.165 (.079)**

코로나19 방역 평가

.320 (.030)***

.200 (.016)***

코로나19 가정경제 손해

.130 (.084)

.049 (.033)

-.147 (.077)*

-.008 (.032)

국가경제평가

1.140 (.074)***

.186 (.028)***

가계소득

.198 (.071)***

.010 (.033)

이념

-.141 (.037)***

-.050 (.017)***

성별(여성)

.484 (.127)***

.058 (.052)

코로나19 건강 손해

연령

-.062 (.044)

.109 (.018)

정부신뢰 수준

.065 (.014)***
정규직

고용형태

준거집단

비정규직

-.026 (.201)

.008 (.077)

자영업

-.065 (.230)

-.047 (.090)

기타
서울/경기

-.179 (.148)

.002 (.061)

-.605 (.193)***

-.031 (.094)

호남
출신지역

정당일체감

준거집단

경북

-.674 (.254)***

경남

-.626 (.232)***

.020 (.106)

기타

-.542 (.236)**

-.106 (.106)

여당

2.232 (.555)***

무당파

.154 (.117)

.312 (.241)
준거집단

야당

-.399 (.484)

.269 (.223)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 가계소득

-.069 (.026)***

.0004 (.117)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 여당

-.324 (.190)*

-.042 (.081)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 야당

-.171 (.182)

-.160 (.083)*

절편

-.797 (.680)

.342 (.286)

표본 수




963

963

.680

.750

참고: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 <0.1,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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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호작용항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그림 2>
를 제공하였다. 우선 <그림 1>은 가계소득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에 대한 한계효과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1
의 왼쪽은 종속변수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모델 3)이고 오른쪽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신뢰 변화(모델 4)이다. 그림1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의
경우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계소득수준이 6(연
간 소득 5,000만원 이상)을 넘어가면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1의 오
른쪽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코로나19 이후 정부신뢰 변화에 미
친 영향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정부조직에 대한 제도신뢰가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으며 서로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가계소득 수준과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간 상호작용효과 한계효과

가계소득 수준

가계소득 수준

<그림 2>는 정당일체감에 따라 코로나19 지원금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와 정부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 2>의 왼쪽은 종속변수가 대통
령 직무수행 평가(모델 3)이고 오른쪽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신뢰 변화(모델 4)이
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살펴보면, 여당지지자, 무당파, 야당지지자 모두 코로
나19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대통령의 직무수행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집단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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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무당파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당
지지자의 그래프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의 정부신뢰 변화를
살펴보면,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의 경우 코로나19 지원금이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
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코로나19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당파적 지지와 코로나19 지원금 평가 간 상호작용효과의 예측한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여당 지지자들은 재난 지원금 평가여부와 관계없
이 처음부터 대통령에 대한 매우 높은 충성도와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할 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의 경우 정당이나 정부조직 전체에 대한 지지
보다 문재인이라는 개별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충성도가 더 높으며, 이러한 지지
의 원천은 정책적 성과에 기초하기 보다는 문재인이라는 개별 정치인의 매력에 기
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나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무당파나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전환 될 수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당파와 비교하면 야당 지지자들의 재난지원금 평가에 기
초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상승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신뢰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달리 정부조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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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무당파나 야당
지지자들 보다 기본적 신뢰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수준으로 절
대적 신뢰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
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순 정책 시행이 정부신뢰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Ⅴ. 결론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유행과 지속은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많
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재정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오고갔다. 특히
코로나 1차 재난 지원금은 오랜 논쟁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당
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결정되어 매표행위(vote buying)라는 비난을 일부
에서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정부에 대한 유
권자의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지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수준에서 검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
는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코로나19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
나19 재난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수록 대통령 직무수행 평
가를 긍정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현금성 재정 지원이 유권자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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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태일수록, 특정 정당과의 정당일체감이 약한 경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 민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통계적 검증
결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소
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지기 시작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의 관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당파나 야당지지자
들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미약하게 나
타났다. 반면에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평가가 코로나19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변
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당파나 여당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야
당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와 함의를 전달해 주고 있다. 첫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개인단위 보다는 지역 단위의 집합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
권자 개인 수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수준에서의 검증
결과가 기존의 집합수준의 연구결과를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들 중에 한국정치의 맥락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거나 유권
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정치 그
리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적 연구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현금성 재정 지원 정책이 대통령에 대
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
치인들이 집권할 때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
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과 정당일체감이 코로나19 지원금 평가와 정
치적 지지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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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적 지지 변수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정부(행정부)의 수반이자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명확히 구별하여 독립된 변수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관료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근대국가에서 정부
는 다양한 관료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관료조직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을 완전히 일치된 존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권자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정과정의 매커니즘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이숙종･유희정 2015).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관료조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제도에 대한
지지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와 정부(행정
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의 동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정치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와 신뢰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투 고 일 : 2021. 12. 31.
심사완료일 : 2022. 01. 25.
게 재 일 : 202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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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Stimulus and Political Supports:
Presidential Approval and Government Trust
Jungsub Shin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OVID-19 stimulus package on electoral behavior by analyzing individual-level survey data.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voters who perceive that the COVID-19 stimulus package helps
their household economy not only have higher positive presidential approval, but
also answered their government trust had increas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COVID-19 stimulus package on presidential approval weakens as the income level of a respondent increases. For both the presidential approval and government trust, non-partisan voters who do not support
neither the government party nor the opposite parties are more likely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the COVID-19 stimulus package compared to partisan voters.
Keywords: COVID-19, Disaster Relief Fund, Presidential Approval, Government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