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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2명만 ”살림살이 좋아져”
“보수·중도 모두 文정부 경제정책에 부정 여론 압도”

54.7%,“文정부 들어 우리 경제 악화” 응답, 긍정평가 25.3%의 두배가 넘어

- 여의도연구원 신년 국민 경제인식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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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넘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4명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이 신년 2~3일 전국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국민인식 진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47.3%를 기록, ‘좋아졌

다’(24.2%)보다 두 배로 나타났다. 16개월 전과 12개월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나빠졌

다’는 응답비율이 더 확대된 것이다.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나아질 것’이

란 응답이 30.0%에 그친 반면에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40.6%로 월등히 많았다. 

나빠짐 변화없음 좋아짐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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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월간 경제정책을 수·우·미·양·가로 나눠 종합 평가한 결과 

수(아주 잘함) 14.0%, 우(잘함) 19.9% 등 긍정적인 평가는 33.9%로 나타났다. 반면 

양(못함) 16.7%, 가(아주 못함) 30.0% 등 부정적인 평가가 46.7%로 더 많았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 평가는 늘어난 것이다. 

                                                            이념성향별 평가 (%)

응답자 구성 잘함 못함

이
념
성
향

보수(32.4) 27.2, 57.1

중도(27.2) 25.3 54.7

진보(40.4) 45.0 32.8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

환이다. 부정인식 비율이 25.1%(18.8월)→32.2%(18.12월)→32.8%(20.1월)로 지속적

으로 높아진 반면, 긍정인식 비율은 64.4%→39.0%→45.0%로,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

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49.9%)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하고 있

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잘못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35.3%)이 가

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24.4%), `(청년)

실업률 증가`(19.4%) 순이었다. 

3년 연속 인상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7.0%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이보다 높은 46.6%를 기록했다. 16개월전 시행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적 응답은 5.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3.9%포인트 늘었다. 

                                                  이념성향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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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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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49.9%로, ‘잘하고 있

다’(32.6%)보다 1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캐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

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P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이념성향별 평가 (%)

응답자 구성 찬성 반대

이
념
성
향

보수(32.4) 29.8 56.5

중도(27.2) 30.6 55.0

진보(40.4) 54.6 31.8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

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27.4%이 불과한 반면에 보완·수정·폐기 형태의 반대 의견은 

68.4%나 되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대3.1이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2%포인트다.

※ 조사 내용 문의는 이종인 수석연구위원(02-6288-0531, 010-3168-130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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