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극, 관측 이래 최저 기온 기록 

▶ 발행기관: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Jason Samenow and Kasha Patel 

▶ 일    자: 2021년 10월 2일 

▶ 개    요   

올해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최악의 무더위를 겪는 동안 남극은 극

심한 한파를 겪음. 美 국립과학재단이 위치한 아문드센-스캇 남극기

지는 1957년부터 기온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4월부터 9월까

지의 평균 기온이 영하 61도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음. 

남극에서의 이례적인 저기온은 남극 주변의 해수면 높이를 끌어올

렸고, 한 관측학자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영하 61도였고, 때때로 영

하 100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음. 일각에서는 남극의 기온

이란 원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구 기온 상승에 큰 영향

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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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하마, 가깝지만 익숙하지 않은 미국의 파트너국가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John Mohr 

▶ 일    자: 2021년 10월 4일 

▶ 개    요 

바하마는 美 플로리다에서 50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나라

임. 최근 바하마는 선거를 치렀는데, 진보당의 필립 데이비스가 당

선되고, 의회 총 39석 중 32석을 차지했음. 바하마에는 미국의 잠수

함 기지가 위치해 있고,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지도 않음. 

다만 새로 들어서는 바하마 정권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대

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임. 바이든 행

정부는 바하마와의 관계가 좋을 때를 호기로 삼아 더 발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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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weather/2021/10/01/south-pole-coldest-winter-record/
https://www.washingtonpost.com/weather/2021/10/01/south-pole-coldest-winter-record/
https://warontherocks.com/2021/10/the-bahamas-a-close-but-unfamiliar-u-s-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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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남가주에서 기름 유출 사고 발생 

▶ 발행기관: CNN 

▶ 저    자: Joe Sutton et al.  

▶ 일    자: 2021년 10월 4일  

▶ 개    요 

남가주 연안의 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약 10만 배럴의 

기름이 태평양으로 유출되었음. 현재까지 송유관에서의 유출은 멈

춘 상태이고 기름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힘. 아직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음.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연안에 폐사한 물고기와 새떼가 떠밀려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

고, 총 14척의 민군 선박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과거 1989년 

엑손(Exxon) 사고 당시에는 1,100만 갤런이 유출되었고,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호라이즌호 사고 당시에는 약 1억만 

갤런이 유출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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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 우주 영역 

▶ 발행기관: CNA 

▶ 저    자: Kevin Pollpeter 

▶ 일    자: 2021년 10월 

▶ 개    요 

본 보고서는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우주 프로그램이 어떻게 미국

의 우주 접근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2011년 美 국

가안보우주전략서는 우주 공간을 혼잡하고, 경합적이고, 경쟁적인 

공간이라고 묘사했음. 우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우주

환경의 지속성, 우주무기의 확산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 중 하나는 중국이 우주공간을 상

업적인 용도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

해 미국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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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edition.cnn.com/2021/10/04/us/california-oil-spill-monday/index.html
https://www.cna.org/CNA_files/PDF/Chinas-Role-in-Making-Outer-Space-Mor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