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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시험지의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2 시험지의 빈 공간은 자유로이 사용해도 됩니다. 시험지에 쓴 것은 채점
대상이 안 됩니다.
3 답안지는 1 장입니다. 답은 모두 답안지에 한글로 기입하십시오.
4 외국어 작문의 검사시간은 45 분입니다.
5 소리 내어 읽어서는 안됩니다.
6 시험지에는 수검번호와 성명을, 답안지에는 수검번호를 기입하십시오.
7 문제내용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8 시험지를 교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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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学芸大学附属国際中等教育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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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e 스포츠라고 알려진) 전자 스포츠가 2024 년부터 하계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지 고려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토니 에스탕케 파리 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회장이 제안한 것이다. 파리에서 2024 년에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다.
에스탕케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e 스포츠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올림픽에
비디오 게임 시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한다.
2024 올림픽 참가종목은 2019 년부터 결정되기 시작하여 2020 도쿄 경기가
끝난 후에 어떤 스포츠가 포함될 지 최종 결정이 난다. 중국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미 e 스포츠가 메달 종목으로 확정되었다.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합 스포츠 행사다.
에스탕케회장의 제안은 IOC 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징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디오 게임은 “적절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e 스포츠는 엄청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20 년까지 e 스포츠의 매출(수입)은 10 억
파운드*를 넘고 관객은 6 억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 게임이 인기가 있고 최고 게이머가 되려면 기량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e 스포츠를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모니터
앞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는 건 전혀 올림픽 스포츠로는 적절하지 않은 걸까?
*10 억 파운드 = 약 1,450 억엔

2017 년 10 월 27 일 퍼스트뉴스
기사 수정

문제:
올림픽 종목에 e 스포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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