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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Cyprus)의 교훈: 정부의 지출 감소는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좋은 방향이다 

 

작은 정부와 그에 따른 세금은 장기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재정위기가 온

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발트 해 연안의 국가들의 성공

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 나라들은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 즉각적인 정부의 지출 

감소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 

 

키프로스(Cyprus)의 사례를 들어 보자. 지중해에 위치한 이 나라는 국가의 장기 부채 증

가 때문에 위기에 빠졌었다. 그들은 부채를 갚은 능력이 없어서 지난 10년 간 깊은 위기

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Cyprus는 민간 기업보단 공공 기업

이 허리끈을 조임으로써 그 위기를 탈출했다. 과연 Cyprus는 얼마나 많이 지출을 감소 

시켰을까? 두 개의 자료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 IMF에 따르면, 지출이 2011년에 

8.5억 달러 유로에서 2014년에 8.1억 달러 유로로 감소했다. 한편 European 

Commision에 따르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2011년에 8.3억 달러 유로에서 

2015년 7.0억 달러 유로로 그 감소폭이 나타났다. 핵심은 비록 모든 자료가 일치하진 않

을지라도 Cyprus는 큰 규제 감소를 이룩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세금의 증가는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그 예로 그리스는 세

금을 무턱대고 증가시켜서 결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 

혹은 “자유와 가까운”이란 단어들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와 일맥상통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세계에는 정부가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예를 찾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경제 성장

을 이룩하는 중에 끝까지 그들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Cyprus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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