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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IND SIDE

This movie is based on the real life story of Michael 
Oher, an American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He was separated from his mother when he was 
very young. 

He had little formal education and few skills to help 
him learn. 

However, when he was seventeen, his friend’s 
father introduced him to Coach Cotton, the football 
coach at Wingate Christian School. 

The coach was impressed by Michael’s size and 
i m p r e s s i n g ( X )

athleticism and got him admitted to the school 
운 동 능 력

despite his low academic record.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all the same 

Scene 1 
 
The night before Thanksgiving, Leigh Anne Tuohy 
and her family are on their way home when they 
notice Michael walking on the road, shivering in the 
cold in a short-sleeved shirt. 

Sean Tuohy asks Michael where he is headed, and 
어 디

he replies reluctantly that he is headed to the 
school gym. 

Leigh Anne then gets out of the car and walks up to 
Michael.

THE BLIND SIDE

이 영화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Michael Oher의 
실제 인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기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가 17세 때 그의 친구의 아버지가 
Wingate Christian School의 미식축구 코치인 
Coach Cotton에게 그를 소개해 준다. 

코치는 Michael의 몸집과 운동 능력에 깊은 인상
을 받아 그의 낮은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시킨다.

 

추수 감사절 전날 밤, Leigh Anne Tuohy와 그녀
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Michael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Sean Tuohy는 Michael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
고, 그는 학교 체육관으로 간다고 주저하며 대답한
다. 

Leigh Anne은 차 밖으로 나와 Michael에게 걸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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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Anne:   Hey, my name is Leigh Anne Tuohy. 
My kids go to Wingate.

You said you’re going to the gym?(Michael slowly 
nods.)

Leigh Anne:   The school gym’s closed. (Michael 
takes this in but doesn’t respond.)

Leigh Anne:   Why are you going to the gym?

Michael:  (hesitantly) Because... it’s warm.

Leigh Anne: Do you have any place to stay tonight?
(Michael eyes the ground and then nods.)

Leigh Anne: Tell the truth to me. (In the car, Sean 
and his son SJ watch the discussion without 
hearing any of it. Leigh Anne looks to Sean and then 
back to Michael.)

Sean: I’ve seen that look many times. She’s about to 
get her way.(Leigh Anne makes her way back to the 
car with Michael behind her.)

Sean: Where are we going?

Leigh Anne: Home.

번역

L: 내 이름은 Leigh Anne Tuohy야. 우리 애들도 
Wingate에 다닌단다. 

너 체육관에 간다고 했니?(Michael이 천천히 고개
를 끄덕인다.)

L: 체육관은 문 닫았잖니.(Michael은 이 말을 알아
들었으나 대답하지는 않는다.)

L: 왜 체육관으로 가니?

M: (주저하면서) 왜냐하면... 따뜻하니까요.

L: 오늘 밤에 머물 곳이 있니?(Michael은 땅을 쳐
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L: 사실대로 말해 봐.(차 안에서 Sean과 그의 아들 
SJ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지켜
보고 있다. Leigh Anne은 Sean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Michael을 본다.)

S: 저런 표정을 여러 번 봤지. 엄마는 자기 방식대
로 할 참이구나.(Leigh Anne은 Michael을 뒤에 
데리고 차로 온다.)

S: 어디로 가?

L: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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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Slowly, Michael becomes a member of the Tuohy 
family. 

Leigh Anne sends Christmas cards with a family 
picture on them that includes Michael. 

A few days later, she has lunch with her friends as 
usual. 

Leigh Anne’s wealthy friends do not understand 
what she is doing.

Elaine: You just looked tiny next to him in the picture. 
Right? Like Jessica Lange and King Kong.

Beth: Hey, does Michael get the family discount at 
your husband’s restaurants? If he does, your 

g e t s ~

husband’s gonna lose a few stores .(Her friends 1

break into laughter).

Leigh Anne: He’s a great kid.

Elaine: (sarcastically) I just say make it official and 
adopt him.(There are big laughs at the idea.)

Leigh Anne: He’s gonna be eighteen in a few 
months. 

It doesn’t really make much sense to legally adopt 
him.(They realize she’s thought about it and stop 
laughing. After a while…)

번역

서서히 Michael은 Tuohy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간
다. 

Leigh Anne은 Michael이 포함된 가족사진을 담
은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낸다. 

며칠 후, 그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 

Leigh Anne의 부유한 친구들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E: 네가 그 아이 옆에 있으니까 정말 작아 보였어. 
그렇지? 마치 Jessica Lange과 킹콩처럼 말이지.

B: 얘, Michael도 네 남편 식당에서 가족 할인을 
받니? 그렇다면 네 남편이 매장 몇 개를 잃겠는걸.
그녀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L: 그 아이는 굉장한 아이야.

E: (비아냥대며) 공식적으로 알리고, 입양을 하지 
그래.그런 생각에 대해 크게 웃는다.

L: 그 아이는 몇 달 후면 열여덟 살이 돼.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이 그다지 말이 되지는 않지.
그들은 그녀가 그것을 고려했던 것을 깨닫고 웃음
을 멈춘다. 잠시 후...

 마이클이 덩치가 커서 많이 먹을 것이란 것을 말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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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Anne:   Look, here’s the deal. I don’t need you 
all to approve of my choices, all right? 

인 정

But I do ask you to respect them. You have no idea 
what this boy’s been through.
• have no idea = don’t know

Beth: I think what you’re doing is so great— to open 
up your home to him. Honey, you’re changing that 
boy’s life.

Leigh Anne: No. He’s changing mine.

Scene 3

Michael’s grades improve slowly, and he is 
eventually allowed to join the school football team. 

He starts to practice with his team members but has 
some problems due to his polite and gentle nature. 

성 향

• thanks to = due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One day, Leigh Anne is watching the football team 
practice. 
to practice (X)

Michael is not doing well. She knows she has to 
remind him of his “protective instincts.”

Cotton: Well, at least he’ll look good coming off the 
bus.

They ’ll be terrified till they realize he’s a 
상대편 선수들

marshmallow. Looks like Tarzan; plays like Jane.

번역

L: 저기, 이렇게 하자. 나는 너희들 모두가 내 선택
에 찬성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아, 응? 

하지만 나는 너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모르잖아.

B: 나는 그를 위해 집을 개방하는 것 같은 네가 하
고 있는 일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해. 너는 그 아
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

L: 아니.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있어.

  

Michael의 성적이 서서히 좋아져서 그는 마침내 
학교 미식축구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팀 동료들과 연습을 시작하지만, 그의 예의 바
르고 온순한 성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날, Leigh Anne이 미식축구팀의 연습을 보고 
있다. 

Michael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
의 ‘보호 본능’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C: 뭐, 적어도 버스에서 내릴 때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죠. 

그들은 그가 말랑한 존재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겁
먹을 거예요. 보이는 건 타잔, 뛰는 건 Jane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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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Anne: Give me a minute, Mr. Cotton.

Cotton: We’re in the middle of practice, Leigh Anne!

Leigh Anne: You can thank me later.

Despite Cotton’s warning, Leigh Anne walks up to 
Michael, who is in the middle of the field.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Leigh Anne: Come. Michael,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went to that strange part of town? 

And I was a little bit scared, and you told me not to 
scaring (X)

worry about it because you had my back. Do you 
remember that?

Michael: Yes, ma’am.

Leigh Anne: And if anyone had tried to get to me, 
you would have stopped them, all right? 

And when you and SJ were in that car accident, what 
did you do to that air bag which could have hurt SJ?

Michael: I stopped it.

Leigh Anne: You stopped it. This team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your team from them. Okay?
(She walks over and takes Tony to Michael.)

번역

L: 잠시만 내게 시간을 줘요, Cotton 씨.

C: 한창 연습 중이잖아요, Leigh Anne!

L: 나한테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Cotton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Leigh Anne은 경기
장 한가운데 있는 Michael에게 걸어간다.

L: 이리 와 봐. Michael, 너 우리가 그 이상한 동네
에 처음 갔던 거 기억하지? 

그리고 내가 약간 겁먹었을 때 네가 내 뒤를 지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 기억나니?

M: 네, 아줌마.

L: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잡으려 했다면 네가 그들을 
막았을 거야, 맞지? 

그리고 너와 SJ가 교통사고 났을 때, SJ를 다치게 
할 수 도 있었던 그 에어백을 네가 어떻게 했지?

M: 제가 막았어요.

L: 네가 막았지. 이 팀은 네 가족이야, Michael. 

너는 그들을 저들로부터 보호해야 해. 알겠지?그녀
는 걸어가서 Tony를 Michael에게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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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Anne:   Listen. Tony here is your quarterback, 
all right? You protect his blind side.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me, how you had 
my back, how you have his. Okay? All right.Tony, go 
back.

Michael: All right.
(She brings Patrick, another player on the team.)

Leigh Anne: Patrick here is your running back.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SJ and how 
you’d never let anyone or anything hurt him. 

Are you gonna protect the family, Michael?

Michael:   Yes, ma’am.

Leigh Anne:   Good boy. Now, go have some fun.

번역

L: 잘 들어. 여기 Tony는 네 쿼터백이야, 알았지? 
너는 그의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해. 

그를 볼 때면 내 생각을 해. 네가 어떻게 내 뒤를 지
켜 줬는지, 어떻게 네가 그의 뒤를 지킬지, 알았지? 
좋아. Tony, 돌아가.

M: 알겠어요.
(그녀는 팀의 다른 선수, Patrick을 데려온다.)

L: 여기 Patrick은 네 러닝백이야. 

그를 볼 때면, SJ를 생각하고 어떻게 네가 그 누구
도 어떤 것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가족을 지켜줄 거지, Michael?

M: 네, 아줌마.

L: 좋아. 이제 가서 즐겨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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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earing Leigh Anne’s encouragement, Michael 
starts to dominate on the field. 

날아 다녔다 . . . . .

He drives one defender to the ground. 
밀어 보내다

He drops back, knocks down another defender, and 
되돌아 가다 수 비 수

then takes on more defenders while Tony 
~와 대전하다

completes a pass. 

He pushes three defenders away, clearing the way 
for Patrick to run through.
의 주

Thereafter, Michael had a great high school football 
career. 
경 력

He was recruited by many universities. 

Upon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Michael was drafted by the Baltimore Ravens in the 
first round. 
• on -ing 하자마자 / in -ing ~할 때 / by -ing 함으로서

Thanks to this family that took care of him when he 
was nobody, this homeless boy could have a future 
as an athlete.

It was only when he became a member of the family 
that he could truly discover his potential and realize 
강 조 잠 재 력

his dreams.

번역

Leigh Anne의 격려를 들은 후, Michael은 경기장
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는 한 명의 수비수를 땅바닥으로 밀친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수비수를 쓰러뜨리고, Tony가 
패스를 성공시키는 동안 더 많은 수비수들을 막는
다. 

그는 세 명의 수비수를 밀어내서 Patrick이 달려 
나갈 길을 열어 준다.

그 후로 Michael은 엄청난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
력을 갖게 되었다. 

그를 많은 대학교가 데려가고 싶어 했다. 

미시시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Michael은 
Baltimore Ravens에 1위로 뽑혔다. 

그가 보잘 것 없었을 때 그를 돌봐 준 가족 덕분에 
이 노숙자 소년은 운동선수로의 미래를 가질 수 있
었다. 

그가 진정으로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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