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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일본, 도쿄올림픽
‘간소화’ 합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비용 삭감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도쿄올림픽 간소화에 합의했다.

11일‘한겨레’에 따르면‘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직위원회가 참가자 수 축소와 관련 행사 재검토 

등 대회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기본 원칙을 전날 열

린 아이오시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가 이를 승

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원칙은 대회 핵심인 경기나 

참가 선수 축소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

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간 올림픽을‘완전한 형

태’로 치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국

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회 취소 가능

성까지 제기됐다.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 올림

픽과 패럴림픽은 2021년 7월로 1년 미뤄졌다.

이번 간소화는 올림픽 취소를 막기 위한 아베 총

리의‘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

소화 결정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완전한 형태’라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기나 참가 선수 축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아이오시와 일본 정부, 도쿄도 등이 감당해야 할 천

문학적 비용도 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부

인했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

일 기자회견에서 대회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전혀 변화가 없

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 , 식량 위기 심화 우려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연료난 탓에 농민들이 파종 

시기도 놓치면서 식량난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

된다.

12일‘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농민연합인 페데아그로는 

10일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채소를 재배했던 농지

의 절반 이상은 새로 농작물을 심지 못해 놀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농민들은 최근 극심해진 연료난으로 농

기계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 자란 농작물이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새 작물을 심지 못하는 지경

에 처했다.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선 이미 국민 3명 중 1명꼴인 930만 명

이 기초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다.

연료난에 식량 유통도 힘들어졌다. 지난해엔 멕시코

업체와 원유와 식품을 맞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미 제

재 위반 논란이 있던 이 거래 역시 최근 해당 멕시코업

체의 파산으로 더 이어가기가 불가능해졌다.

식량 공급은 줄어드는데 코로나19로 중남미 각국

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속속 귀국하며 식량 수요

는 더 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올해 수확량은 35

만t으로 수요의 1/4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하원, 동성 결혼 허용 법안 가결

스위스 하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

12일‘연합뉴스’가 dpa 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32표, 반

대 52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패키지 법안

에는 동성 결혼뿐 아니라 여성 커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면 스위스도 

동성 결혼 허용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

일, 벨기에 등이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서유럽 

국가 가운데 스위스는‘늦깎이’라고 dpa는 전했다.

지난 2월 스위스의 한 인권 단체가 진행한 설문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린 켈러-주터 법무부 장관은“앞으로 결혼은 이

성 간, 동성 간 모든 부부에게 개방돼야 한다”며“연

방 정부는 이것이 현재의 불평등한 대우를 없앨 것이

라는 사실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 베네수엘라의 한 슈퍼마켓. 식료품 

진열대가 텅 비었다.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