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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획ㅣ역주행 돌풍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수학능력시험

2018년도 보랩 수학능력시험

록그룹 ‘퀸’을 더 알고 싶다면? 보헤미안 랩소디 상식 퀴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그룹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그들이 남긴 음악의 진한 감성에 대한 관심이 전국 누적 800만 관객의 발길을 모았다.

10월31일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국
누적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하고 있다.
새로운 개봉작들과 벌이는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
지 않는 힘을 과시하며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
러 모으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
리의 삶을 중심으로 그룹 퀸의 이야기를 그린 작
품이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퀸
의 노래가 안겨주는 진한 여운과 함께 이들의 음
악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20∼30대 관객의 시선
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그룹 퀸에 관해 당신은 얼
마나 알고 있는가. 가상의 수능시험을 통해 영화
와 퀸에 얽힌 다양한 사실을 확인해보시길.

1. 그룹 퀸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두 사람
을 고르시오.
①브라이언 베이
②브라이언 메이
③로저 테일러
④존 바에즈
⑤존 비콘
2. 그룹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으로 맞
는 것은?
①파로크 보미
②카베 파로크
③파로크 불사라
④불사라 프레디
⑤보미 불사라
3. 그룹 퀸의 엠블럼은 프레디 머큐리가 직접 디자인
한 것이다. 네 멤버의 별자리를 담고 있다. 다음 중
엠블럼에 포함되지 않은 별자리를 두 개 고르시오.
①사자자리
②처녀자리
③게자리
④물병자리
⑤전갈자리
4.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사
랑한 유일한 이성 연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메리 머큐리

②메리 오스틴
③리즈 오스틴
④리즈 오브라이언
⑤메리 오브라이언
5. 프레디 머큐리가 4번 문항의 여성에게 바친 노래
는 무엇인가?
①보헤미안 랩소디(Bohhemian Rhapsody)
②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
③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
④돈 스톱 미 나우(Don’t Stop Me Now)
⑤라디오 가가(Radio Ga Ga)
6.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면서 실제 1987년 7월13일 펼쳐진 대형 콘서트의 타
이틀은 무엇인가?
①뮤직 에이드(Music Aid)
②에이드 콘서트(Aid Concert)
③밴드 에이드(Band Aid)
④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
⑤라이브 에이드(Live Aid)
7. 1987년 7월13일 콘서트를 기획한 인물과 공연 장
소가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밥 말리-파리 개선문광장
②밥 겔도프-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③밥 딜런-런던 웸블리 짐나지엄
④밥 하디-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⑤밥 호프-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④싱 어멍(Sing Among)
⑤싱 투게더(Sing Together)
10.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 11월24일 사망하기 직
전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곳은 어디인가?
①몽블랑
②몽트뢰
③몽마르뜨
④몽 생 미셸
⑤몽 카스텔
11.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동명의 퀸 노래가 담긴
앨범 타이틀은 무엇인가?
①어 나이트 앳 디 오페라(A Night At The Opera)
②킵 유어셀프 얼라이브(Keep Yourself Alive)
③어 나이트 앳 디 오데온(A Night At The Odeon)
④헝가리언 랩소디(Hungarian Rhapsody)
⑤메이드 인 헤븐(Made In Heaven)
12.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은 퀸의 대표곡 가운데
한 곡이 20세기 발표곡 중 가장 많이 스트리밍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곡의 제목은 무엇인가?
①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
②돈 스탑 미 나우(Don’t Stop Me Now)
③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
④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⑤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

8. 프레디 머큐리의 데뷔 전 직업은 무엇인가?
①공항 수하물 운반원
②디자이너
③의류매장 점원
④주유원
⑤트럭 운전기사

13.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솔
로 활동을 선언한 뒤 노래를 녹음하며 지냈던 도시는
어디인가?
①영국 버밍엄
②아일랜드 더블린
③독일 뮌헨
④미국 샌프란시스코
⑤프랑스 니스

9.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현재 일반 상영버전과
함께 관객이 극중 그룹 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버전
도 선보이고 있다. 그 버전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싱 싱 싱(Sing Sing Sing)
②떼창
③싱 얼롱(Sing Along)

14. 프레디 머큐리가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곳에
세워진 묘비명에 담긴 문구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Lover of Life, Singer of Songs(인생을 사랑
한 사람, 노래를 부른 사람)
②King Mercury(킹 머큐리)
③Your majesty(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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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I am going to be a legend(나는 전설이 될 것
이다)
⑤Love of My Life(내 평생의 사랑)
15. 프레디 머큐리가 태어난 곳은 잔지바르라는 곳
이다. 어느 나라의 지역일까?
①영국
②인도
③탄자니아
④나이지리아
⑤인도네시아
16. 프레디 머큐리 사후 퀸의 동료들과 매니저 짐 비
치 등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이름은 무
엇인가?
①프레디 머큐리 재단
②재단 퀸
③머큐리 재단
④머큐리 피닉스 재단
⑤프레디 데이 재단
17.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연배우이자 극중 그
룹 퀸의 멤버 역할을 맡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①귈림 리
②라미 말렉
③벤 하디
④루시 보인턴
⑤조셉 마젤로
18.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흐르는 음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①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
②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
③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
④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
⑤위 윌 록 유(We will Rock You)

[정답] 1.①④ 2.③ 3.④퉍
팭 4.② 5.② 6.⑤
7.② 8.① 9.③ 10.② 11.① 12.④ 13.③
14.① 15.③ 16.④ 17.④ 18.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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