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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Game Ever Played

About the Movie

It is a golf drama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1913 

U.S. Open, where 20-year-old Francis Ouimet 

defeated his hero, Harry Vardon, the 1900 U.S. Open 

champion.

SCENE 1

Francis lives on a small farm house in Brookline, 

Massachusetts. Working as a caddie, he dreams of 

becoming a golf player. But his father does not like 

the idea because he thinks golf is only for rich 

people.

Dad: What? Fifty dollars to play golf?

Francis: I'll pay back every penny from what I earn.

Dad: I said golf is not a game for people like us.

Francis: But... it's just a game.

지상 최고의 게임

영화에 관하여

 

이 영화는 1913년 U.S. Open에서 20살의 

Francis Ouimet이 자신의 영웅이던 1900년 

U.S. Open 우승자 Harry Vardon을 물리쳤던 실

화를 바탕으로 만든 골프 영화이다.

장면 1

Francis는 매사추세츠주의 브루클린의 작은 농가

에서 살고 있다. 캐디로 일하면서 그는 골프 선수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골프가 단지 

부자들만을 위한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의 

생각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Dad: 뭐라고? 골프를 치기 위해 50달러가 필요하

다고? 

Francis: 제가 버는 돈으로 모두 갚을게요.

Dad: 골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

라고 내가 말했잖니.

Francis: 하지만... 골프는 단지 운동 경기일 뿐이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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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 A game? A game doesn't give you what you 

need to feed the family.

Francis: But, if I win, great things can happen.

Dad: Nothing will happen. Nothing. They will use you 

for their amusement.

Francis: I can do this. This is something I am good 

at.

Dad: What if you do? What will you get for your fifty 

dollars? Huh? (pointing to the golf course across the 

street) No matter what you do, they will never let 

you cross that street.

Francis: All I want is just a chance. 

Some people recognize Francis' talent and help him 

to play in the U.S. Open as a local amateur. He does 

well in the championship. After round 3, he 

proceeds to the play-off to play against Harry 

Vardon, the British golf hero.

번역

Dad: 운동 경기라고? 그 운동 경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Francis: 하지만, 제가 우승하면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

Da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그들은 

단지 재미로 너를 이용할 뿐이야.

Francis: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구요.

Dad: 네가 한다 해도 뭘 할 거냐? 그 50달러를 대가

로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니? 응? (길 건너편에 

있는 골프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네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결코 네가 저 거리를 건너게 두지 않을 거다.

Francis: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한 번의 기회일 뿐

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Francis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U.S. Open에서 지역의 아마추어 선수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챔피언전에서 경

기를 잘 치뤘다. 3 라운드 후, 그는 영국의 골프 영

웅인 Harry Vardon과 치르는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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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The night before the play-off of the U.S. Open, Harry 

is talking with Northcliffe, his sponsor. Northcliffe is 

an arrogant person and does not like Francis 
오 만 한

because of his background.

Northcliffe: The little boy is an amateur. Amateurs do 

not win U.S. Opens. In addition, this boy is not a 

gentleman. He is a farmer. Beat him for England, for 

our Queen.(Harry feels uncomfortable because his 

father is a farmer, too. He tries to leave the room.)

Northcliffe: Where are you going, Harry? Sit down 

with me.  Enjoy yourself.

Harry: (firmly) Let me tell you something. I came 

here to win a trophy. I will do my best to win a 

trophy. It's for the pride of being the best. 

That's why I do this. If Francis wins tomorrow, it's 

because he is the best. Not because who his father 

is, not because how much money he's got, but 

because of who he is!(Northcliffe stays silent.)

Harry: I'll thank you to show proper respect if you 

think you are a gentleman.(Northcliffe says nothing.)

장면 2 

U.S. Open 플레이오프 전날 밤, Harry는 자신의 

후원자인 Northcliffe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Northcliffe는 오만한 사람으로 Francis의 출신 때

문에 그를 싫어한다.

Northcliffe: 그 어린애는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는 

U.S. Open에서 우승하지 못해. 게다가 이 소년은 

신사도 아니야. 단지 농부일 뿐이야. 영국을 위해, 

그리고 여왕님을 위해 그를 이겨버려.(Harry는 자

신의 아버지 역시 농부이기 때문에 그 말에 불편함

을 느낀다. 그는 방을 나가려고 한다.)

Northcliffe: Harry, 어디 가는 거야? 나와 함께 여

기 앉자. 신나게 즐겨 봐.

Harry: (단호하게)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나

는 우승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나는 우승을 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선수

라는 자부심을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이고요. 만일 

Francis가 내일 이긴다면 그것은 그가 최고의 선수

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때문이란 말이지요.(Northcliffe는 말

없이 가만히 있는다.)

Harry: 당신이 스스로를 신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에 맞는 정중함을 보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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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3

Many people gather to see Francis because he is 

America's last hope in the game.

Hole 17

Francis starts his play for hole 17. 

He has been with Eddie, his 12-year-old caddie, 

because he has no money to hire a professional 

one.

Eddie: This is our chance, Francis. Run it in there, 

just like yesterday.(Francis calmly finishes and he 

has a one-stroke lead.)

Hole 18

Eddie: Take your time.

Francis: (sweating) Let me have that towel, Eddie.

Eddie: Relax! If we make this shot, it will be 72 

shots and we will win. You can do it. Read it, roll it, 

and hole it.(Francis nods and he makes the last 

shot.)

Crowd: Yeah!

Francis wins the 1913 U.S. Open. The crowd cheers, 

throwing their hats. Thousands of people gather to 

congratulate him on his winning by tossing him. 

His father is one of them.

장면 3

Francis가 이 경기에서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 있다. 

Hole 17

Francis는 17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그는 12살짜리 캐디인 Eddie와 함께였는데, 그 이

유는 그가 전문 캐디를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

다.

Eddie: 이번이 우리의 기회에요, Francis. 어제처

럼 공을 저기에 넣어요.(Francis는 침착하게 끝내

고 한 타를 앞서게 된다.)

18번 홀

Eddie: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요.

Francis: (땀을 흘리면서) 수건 좀 줘, Eddie.

Eddie: 진정해요! 만일 이번 공만 넣으면 72타가 

되고 우리는 우승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요. 코스를 읽고 잘 굴려서 홀에 넣으세요.(Francis

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샷을 친다.)

관중: 와!

Francis는 1913년 U.S. Open에서 우승한다. 관

중들이 모자를 던지면서 환호한다. 수천 명의 사람

들이 모여들어 그의 몸을 들어 올리면서 그의 우승

을 축하한다. 그의 아버지도 그 관중들 중 한 사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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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4

After the game, Francis meets Harry at the locker 

room.Harry: Well played, Mr. Ouimet. That was a 

great game. I enjoyed it.

Francis: So did I.

Harry: (smiling) Yes, you did.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You deserve it.

Francis: Thank you, sir.

Harry: We will play again someday.

       (Francis nods and smiles.)

Francis' victory helped people to think golf is not 

just for old and rich people. In 1949, his friends 

started the Francis Ouimet Scholarship Fund. 

The fund was created to give college scholarships to 
재 단

kids working as caddies. Francis Ouimet was 

named to the World Golf Hall of Fame in 1974.

장면 4

경기 후, Francis는 탈의실에서 Harry를 만난다.

Harry: 정말 잘했어요, Ouimet 씨. 멋진 경기였어

요. 나도 즐거운 경기였어요.

Francis: 저도 그랬습니다.

Harry: (웃으면서) 네, 당신은 그랬더군요. 성공을 

축하해요. 당신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요.

Francis: 감사합니다.

Harry: 언젠가 다시 경기할 날이 오겠지요.

       (Francis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는다.)

Francis의 승리는 골프가 단지 나이 들고 돈이 많

은 사람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람

들에게 심어 주었다. 1949년에 그의 친구들은 

Francis Ouimet 장학 재단을 시작했다. 

그 재단은 캐디로 일하는 아이들에게 대학 장학금

을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Francis Ouimet은 

1974년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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