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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네트워크가 선정한 세계10대뉴스 

 

 

칠레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인 붕괴를 설명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노벨수상자들은 “칠레의 기적”은 

정치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조성하고, 자유시장개혁으로 칠레 경제를 

강화시킨 덕이라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Jorge Gómez(조지 고메즈)와 Rafael Rincónd 

(라파엘 린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칠레는 그저 그런 라틴아메리카의 성과를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칠레 소재 아틀라스 네트워크 파트너, Fundación para el Progreso 

(FPP)의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칠레는 노선을 맹렬하게 바꿨다”며 “국가에 평화, 

진전, 높은 기대를 가져왔던 20년 이상의 자유민주적인 경제와 정치 이후, 현재는 중도 

우파 행정에서 중도 좌파가 아닌, 급진 좌파로 전향 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explaining-chiles-gradual-collapse-into-

socialism 

 

자유화 하는 아시아 기업들은 시장 장벽 극복에 주력한다 

아시아는 세계 시장에서 경제강국으로 우뚝 섰다. 아시아 경제는 2014 년도 세계 

생산량에서 40%를, 세계 경제성장의 2/3 를 차지했다. 더 굳건한 통합과 자유화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Atlas Network 가 아시아 기업의 자유화 프로젝트를 

개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Atlas Network 파트너들이 시장 거래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유경쟁 시장을 약화시키는 정실주의의 근원을 검토하는 독창적인 

연구와 마케팅을 장려한다. 

Laura Liu Atlas Network 의 경제 무역 및 정책 자문위원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혁개편은 거대한 교역, 투자 기회와 소비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부실한 

http://blog.independent.org/author/lmcquillan/
http://blog.independent.org/author/lmcquillan/
https://www.atlasnetwork.org/partners/global-directory/fundacion-para-el-progreso


법적 제도, 부패와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사업 비용을 인상시키고, 지역의 장기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저하시키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liberating-asian-enterprise-focuses-on-

overcoming-market-obstacles 

 

John Blundell Elevator Pitch : 당신의 60초는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를 건 경쟁에서, 오직 최고의 소통가만이 살아남는다. 청중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틀라스 네트워크의 훈련 프로그램인 아틀라스 리더십 아카데미 ‘John 

Blundell Elevator Pitch’에서 씽크탱크 MBA 참가자들은 $1,000를 타기 위해 대회에서 

개인의 메시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틀라스 네트워크의 연례 자유 포럼 

과 자유 식사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주도층에게 메시지를 60초 이내로 전달해야 한다. 

씽크탱크 MBA는 신규 및 기존 씽크탱크 리더를 위한 10일 간의 전략적 계획 

프로그램이며 이 곳에서 참가자들은 전략적 계획수립, 캠페인 기획, 맞춤형 리더십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the-john-blundell-elevator-pitch-your-60-

secondsstarts-now 

 

157개 관할권에서 세계경제자유지수가 소폭 상승하다 

  

홍콩이 이번 주에 캐나다 아틀라스 네트워크의 파트너,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출시한 

“세계경제자유: 2015 연간 보고서”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홍콩 다음으로는 싱가폴, 

뉴질랜드,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모리셔스, 요르단, 아일랜드, 캐나다가 뒤를 이었고 

영국과 칠레는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경제자유는 번영을 낳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자유와 

국민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제도 때문에 부담을 지는 것에 비해 최고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고 McMahon (맥마흔)이 말했다. 

 

최하위 10개국은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알제리, 아르헨티나, 시리아, 

차드, 리비아, 콩고공화국과 베네수엘라가 차지했다. 북한과 쿠바와 같은 독재국가들은 

자료부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계적으로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 중 

6.84에서 6.86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상호 심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경제자유수준이 높은 국가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번영과 정치 및 공공 자유를 

누리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global-economic-freedom-up-slightly-

among-157-jurisdictions 

 

서머스쿨이 베트남 학생들에게 자유 시장에 대해 가르치다 

 

자유의 개념이 아틀라스 네트워크 파트너 ‘Doimoi.org’에 의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심어지고 있다. 7월에는 ‘Doimoi.org’는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와 팀을 이루어 

“시장경제의 기초”라는 이름의 서머스쿨을 발족했다. Nguyen(타이응우예)주에 개최된 

시장경제 기초 과정은 5년 째 계속되고 있다. 4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 역사, 

철학적 기초와 시장 경제의 도덕 기반에 대해 배우길 희망하는 국내외 대학생 30명을 

모집하였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경제 및 사회적 이슈와 예술 고전자유주의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금융수업을 듣는 Thi Thien Trang은 이 수업에 대해 “이 나들이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좋은 친구들, 교수님들, 잘 보살펴주는 조직원들도 많이 만났어요.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자유민주적인 수업을 제공해준 서머스쿨에 감사   

드립니다. 지식, 우정,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summer-school-teaches-vietnamese-

students-about-free-markets 

 

미국연방준비제도는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경제성장을 마비시킨다 

 

경제성장은 투자와 고객의 요구를 시간에 걸쳐 충족시키는 성공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달려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같은 중앙은행의 예측 불가능한 술책은 경제 계산 과정을 

방해한다. “최근 연방 수사관의 기자 회견은 중앙정부의 임의적이고 애매한 결정이 

기업가들에게 어떻게 불확실성을 심어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아틀라스 네트워크 

선임연구원 겸 건전화폐 프로젝트 공동이사인 Judy Shelton이 주장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영속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Shelton은 설명했다. “이는 생산적인 노력의 생산적인 원천을 형성하는 야성적 

충동(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일할 의지)을 억제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도덕을 믿는 사회에서는 자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자율은 미국을 현재의 위치까지 이끌어 온 경제자유원칙과 자유 기업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측정한다. 

 

출처: https://www.atlasnetwork.org/news/article/federal-reserve-fosters-uncertainty-

paralyzes-economic-growth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